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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
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
에 발표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0년대 전후부터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계속 감
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
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좌초자산, 실업, 에너지 비용 증가)을 선진국보다 더 크
게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206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이행 시나리오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
서, 중국정부 산하의 에너지 연구기관들이 최근에 발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
로 중국과 주요 선진국(미국·일본·EU·독일·프랑스·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이행시나리오를 비교·분석하고,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평가
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조전략과
미국·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의 마찰 가능성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 산하 에너지 연구기관인 CNPC-ETRI와 GEIDCO의 탄소중립 시
나리오는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통합, 시장 중심과 정부정책 주도의 통합, 단기목표와
장기계획의 통합, 그리고 전체 상황과 개별 핵심이슈의 통합 등에 두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와 주요 선진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즉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 산업·수송·건물 부문
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전력화(전기보일러, 전기로, 전기차 등),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및 경제 주체들의 행동변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 산업 부문(철
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서 소비되는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로 대체, 그리고 탄소흡수능력 증대 등이 중국을 포함한 대부
분의 국가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 개발·실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정책
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서 국제적 주도권을 회복·확대하려 하며, 청정에너지 개발 관련 R&D 지출을
크게 증대하고, 그리고 저탄소·현대화된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
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국제시장에서 기술우위에 근거한 경쟁력 확보 등
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수소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일본정부
도 기후변화 대응을 미래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산업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
고,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EU와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저탄소 사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EU와 회원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규정과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스마
트 전력망 구축, 녹색금융 지원 확대, 역내국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청정에
너지(재생에너지, 수소, BECCS)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서방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배출 정점시점, 목표
시점까지 탄소배출 감축 속도, 화석에너지 이용설비 좌초자산의 처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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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거버넌스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중국의 탄소배출 정점시점은
2030년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시점은 2010년대 전후이다. 그래서 중국 전문
가들은 2030년경에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빠르고 강도 높게 배출량
을 감축해야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
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은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좌초자산 처리와 대량 실업문제가 선진국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중국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평균 사용연
수는 선진국보다 2배 정도 짧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게 되면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방국가 정
부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담당하는 핵심부서
가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정
부가 탄소배출 감축보다 경제성장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우려한다.
한편, 중국 에너지연구소(ERI) 연구자들은 중국정부의 2060 탄소중립 실
현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 그들은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최근 빠르
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하락 및 전력 부문에서 비중 증대, 전기
차 보급의 가속화, 중국의 커다란 수소에너지 개발 잠재력, 그리고 원자력 발
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 등을 들었다. 또한 향후 청정에너
지 분야에서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기술경쟁과 관련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
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
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R&D
지출 규모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청정에너지 설비 및 기술 분야에서 중
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는 선진기업들의 중국 내 직접투자를 유인하기에 충분
하며,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중국의 미국과 EU에 대한 전략을 보
면, 중국은 무엇보다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

한 지원도 녹색 일대일로를 통해 강화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통해 자국의 저탄소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취급받지 않도
록 개도국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제품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인하려고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對
미국·EU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들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증대하거나 수출물량만큼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이행 시나리오
와 추진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첫째,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하여 좀 더 긴밀해지고 중요해진 국
가간 연관성과 국제협력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국제협력
이 필요한 분야로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
술 개발·보급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수립, 저탄소·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충분한 금융자금 제공,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탄소제
거프로그램(Carbon Dioxide Removal)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국
제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경제의 탄소중립 달성시점은
2050년에서 2090년으로 크게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충분히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각국의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
화시키고, 국가 간 긴장과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문제
에 대한 대응에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을 완화·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에
너지 시스템의 청정화 및 전력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일부 자원수출국(중동·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서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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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면서 과거의 석유·가스 안보보다는 앞으로
기술안보, 전력안보, 사이버안보(스마트그리드 분야), 희귀금속안보 등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소중립 및 저탄소 경제 실현과 관련된
기술협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한국과 중국의 산·학·연 차원에서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깊은 신뢰감과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배출 감축 수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
라도 선진국에 비해 좀 더 강도 높게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
를 위해 탄소 다배출 설비의 조기폐기와 저탄소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 달성 과정
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문제와
아직 개발 및 실증 단계에 있는 저탄소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중국 경
제 및 에너지 부문의 불안정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책·투자·연구 분야에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긴밀하게 심화·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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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총
회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0년대 전후부터
계속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10년 이상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
이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좌초자산, 실업, 에너
지 비용 증가)을 선진국보다 더 크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중국의 탄소중립 발표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동안 중국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협상과
정에서 보여준 행동(주로 상세한 자료·통계의 미공개), 정부의 공식적
통계자료의 부정확성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과 방식은 국가마다의 에너지 수급구조, 경
제구조와 성장전략, 그리고 정부의 추진의지와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들이 최근
에 발표한 글로벌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시나리오
와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EU, 독일, 프랑스, 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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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206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아직까
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추진전략과 단계별 이행 시나리오가 아직 발표
되지 않았지만, 중국정부 산하의 에너지 연구기관 차원에서 최근에 발표
된 206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
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도 녹색 일대일로 전략과 같은 개
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자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이전을 최대한 막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향후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과
의 마찰도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조전략과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청정에너지 기
술 분야에서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의 마찰 가능성도 분석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분석
시진핑 주석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이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서 이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 선행연구
들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국 내에서 발표된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연구는 중국 NDRC 산하 에너지연구소(Energy
Research Institute, ERI) 연구자에 의한 중국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분석(Jiang, Kejun. et.al.(2021).)과 칭화대학교 기후변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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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발전연구소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석(ECIU(2021b), Jiankun,
He(Oct.12, 2020)이 있다. 상기 2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분석 연구는
시진핑 주석의 2060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이행경로가
2050년에 맞추어져 있으며, 주로 에너지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연구는 2021년에 CNPC(국
영석유가스기업) 산하 경제기술연구원(ETRI)(于宏源, 张潇然, 汪万发(2021)
과 GEIDCO(글로벌에너지연계개발협력기구)(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
(GEIDCO)(2021.3)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중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분석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국경탄소조정제도에 대한 영
향과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의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추진전략은 이들 정부가
발표한 장기저탄소개발전략(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과
탄소중립 관련 법률 및 프로그램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다. 또한 국제
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와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도
글로벌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Net Zero by 2050)가 발표
되었다(IPCC(2018), IEA(2021c)).
국내에서는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연구가 아직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의 CNPCETRI와 GEIDCO의 206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
저탄소개발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한계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을 위한 중국과 선진국들의 국제협력 전략과 중국과 미국/EU간에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마찰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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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중국 내 공식적인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발표
한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입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집필진 연구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KEEI)이 갖고 있는 ERI(중국 NDRC
산하 에너지연구소), CNPC-ETRI, 그리고 GEIDCO 등과의 연구협력 관
계를 활용해서 이들 기관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그
리고 ERI 연구진과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KEEI-ERI 전문가 워
크숍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전문가가 평가·분석하는 2060년 중국의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과 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국의 국제공조 전
략과 이와 관련된 중국과 미국 그리고 EU 간의 마찰요인과 중국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국제 에너지정치 전문가(于宏源 上海国际
问题研究院)와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결과는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국제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206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파악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즉, 중국이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고, 최근에 전력난과 같은 에너지
의 수급불안정 상황을 겪게 된다면, UN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년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를 사
전에 준비하기 위해 중국의 탄소중립 이행경로와 추진전략을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커다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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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과 미국과 EU의 탄소국
경조정제도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게 시사하
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CCUS
등) 개발과 관련된 각국의 R&D정책, 기술수준, 국가 간 기술경쟁, 그리
고 중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책 등을 파악하는 것은 정부의
다자간 기후변화 대응 협상 전략과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및 수
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거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6장은 서
론과 결론이며, 본문에 해당되는 2장은 주요 국제기구(IPCC, IEA)의 탄
소중립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3장은 미국, 일본, EU, 독일, 프랑스, 영국
의 탄소중립 전략을 분석하며, 4장은 중국의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발표
된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주요국의 추진전략과 비
교분석하여 중국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한계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
고 5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중국의 대 개도국 국제공조 전략과 서
방(미국, EU)의 중국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관련 마찰요인(탄소국경조정
제도 등)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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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제1절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배경
제2절 국제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1절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배경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The
21st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제2조의 목표는 장기 온도상승 목표를 21세기에 산업
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며 나아가 1.5℃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상승이 명백한 목표로 설정된 반면, 1.5℃ 이내 상승은 지
향적인 목표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후변화 피해
와 2018년 제48차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서 채택된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를 계기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 상승을 2050년까지
달성한다는, 즉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파리협정의 실
질적인 목표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한 수준
을 유지하여 순배출량(net emission)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이
‘0’인 순무배출(net-zero) 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IPCC,
2018). IPCC의 특별보고서를 계기로 세계 다수의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달성을 목표로 선언하게 되었다.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와 같은 해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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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당사국총회(COP25)에서는 당사국총회 주최국인 칠레가 제안한 기
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을 통해 전 세계 120개국
과 EU(European Union)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하였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 등이 추가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2021년
7월까지 총 197개 당사국 중 13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탄소중립 선언국 중에 한국·영국·프랑스·EU·일본 등을 포함한 14개국
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기도 하였다.1)
이들 선언국이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연도를 살펴보면, 이미 탄소중립
을 달성한 부탄과 수리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2050년보다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였
으며, 독일·스웨덴·EU 등 일부 당사국들은 탄소중립 달성 이후 음(-)의
순 배출량(net negative emissions) 달성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다
만, 중국·싱가포르·호주 등은 2050년보다 늦은 목표연도를 설정하였다.

그림 2-1

탄소중립 목표연도별 선언국(2021.7월 기준)

우루과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

2030

2035

2040

2045

중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2050

2060

우리나라, 일본, EU,
미국 외 120개국

싱가포르,
호주

자료: ECIU(Energy&Climate Intelligence Unit)(2021a) “Carbon Neutral Goals by Country.” https://www.motivepower.com/npuc-resource/carbon-neutral-goals-by-country/ (검색일: 2021.9.14.)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1) 2021년 8월까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스웨덴·영국·덴마크·프랑스·뉴질랜드·헝가리·독일·일본·캐
나다·아일랜드·스페인·룩셈부르크·EU로 총 13개국이며, 스웨덴과 독일은 보다 상향된 목표연도인 2045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함.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
로, 14번째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가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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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탄소중립 선언 국가 현황(2020년 11월 현재)

Legistated
Proposed or
announced legistation
In discussions
None

자료: BLoombergNEF(Dec.1,2020), “China’s Accelerated Decarbonization”, p.3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및 G20 회원국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선언국을 분류한 결과, 일부 국가
를 제외한 대부분의 당사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만 OECD 회원국 중 폴란드는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 산업의 특성으
로 인해 EU 회원국 중에서 유일한 탄소중립 미(未)선언국이다. 또한 터
키는 파리협정 미(未)비준국으로 탄소중립 선언에 관한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이스라엘·인도·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장기
저탄소개발전략(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 혹은
탄소 중립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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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OECD 및 G20 회원국 탄소중립 선언국 분류(2021.7월 기준)
구분

탄소중립 선언국

미(未) 선언국

OECD
(총 38개 회원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핀
란드, 포르투갈, 체코,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슬로바키
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영국, 폴란드, 터키, 이스라엘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호주

G20
(총 20개 회원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EU, 영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한국, 남아공,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자료: ECIU(2021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렇듯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의 197개 당사국 중 많은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2℃ 온도 목표와 더 나아가 1.5℃ 목표를2) 달
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당사국의 범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당사국들은 탄소중립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8월 기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고자 이를 법제화한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은 2045년까
지 탄소중립 달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21년 8월에
「탄소중립법」을 발의하여 세계에서 14번째의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가
되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해당 국가들의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
획 마련의 기틀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당사국들의 탄소중
립 목표 법제화는 중간연도 기후목표인 2030년 감축목표 수립에 탄소중
립 목표와 일관성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IPCC 1.5℃ 특별보고서의 1.5℃ 모델 경로에 따르면, 인간 활동에 기인한 전 지구적 CO2 순배출량은 2030년
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함. 2℃ 목표 경로는 2030년까지
25% 감축하고, 2070년경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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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별 탄소중립법(2021.8월 기준)

국가

탄소중립법

법제화 시기

스웨덴

스웨덴 기후법(Climate Act)

2018년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19년

덴마크

덴마크 기후법(Climate Act)

2019년

프랑스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Climate and Energy Package)

2019년

뉴질랜드

탄소제로법 (Climate Change Response (Zero Carbon) Amendment Act)

2019년

헝가리

기후보호법(Law on Climate Protection)

2020년

룩셈부르크

기후보호법(Climate Protection Law)

2020년

독일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21)

2021년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Act on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2021년

캐나다

넷제로법(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2021년

아일랜드

기후행동 및 저탄소개발 법
(Climate Action and Low Carbon Development Act)

2021년

스페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
(Climate Change and Energy Transition)

2021년

EU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2021년

자료: 저자작성

제2절 국제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탄소중립선언에는 파리협정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파리협정은 장기 온도상승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당사국이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여 많은 당사국
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리협정의 장기 온
도상승 목표(「파리협정」 제2조)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
이내 상승을 넘어서 1.5℃ 이내 상승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
며, 21세기 후반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파리협
정」 제4조). 따라서 파리협정에 의하면, 21세기 후반에 2℃의 온도상승
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2018년에 IPCC의 1.5℃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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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고서, 2019년에 UN 기후변화정상회의, 제25차 기후변화협약당사
국총회(COP25), 그리고 기후목표상향동맹 등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주
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세계적인 흐름은 2050년까
지의 탄소중립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파리협정이 추구하는 장기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지구표면
온도상승 억제이기 때문에 온도상승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관계가 중요
하다. 온도상승은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과 직접적인 선형관계가 있다
고 알려져 있다. 지구온도 2℃ 상승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
출총량(carbon budget)은 1,000GtC(gigatones of carbon)[3,670GtCO2
(gigatones of carbon dioxide)]로 제시하고 있다(IPCC, 제5차 평가보
고서 Working Group(WP) I, 2013. 10). 따라서 2℃ 온도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기를 설정해야 하며, 탄소중립 달성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의 순배출(negative
net emission)을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탄소중립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시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IPCC의 1.5℃ 특별보고서
가 가장 대표적이다. IPCC는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
로서 약 5년을 주기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5℃ 온도상승을 달
성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가 된 IPCC의 1.5℃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또한 IEA는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Net Zero by 2050)
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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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상기의 IEA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IPCC와 IEA
의 보고서들은 1.5℃ 이내 온도상승에 필요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전략의 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 IPCC 1.5℃ 특별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주요 내용3)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1)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이 체결되기까지 교토의정
서 체제 이후에 기후변화체제의 장기 목표로 초기에는 CO2 농도에 관한 논
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에는 온도상승을 장기목표로 설정하여 논의
하기 시작했다. 즉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 대비 2℃ 이내 상승을
장기목표로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달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
다. 한편 최빈국과 소도서국가(small islands states)를 중심으로 1.5℃ 이
내 상승이 장기목표로 제안되기는 했지만 소수의견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지
지를 받지 못했다. 과학계에서도 지구온도 2℃ 상승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1.5℃ 상승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상승 목표로 2℃ 이내 상
승을 넘어서 1.5℃ 이내 상승을 지향하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UN의 기후
변화협상이나 과학계에서도 1.5℃ 상승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그다지 진
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5℃ 상승이 2℃ 상승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IPCC에게 지구온도가 1.5℃ 상승할 경우가
3) IPCC(2018),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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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승할 경우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UN의 요청에 따라 IPCC는 1.5℃ 특별보고
서를 작성하였고, 2018년 10월 한국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
회에서 특별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IPCC 1.5℃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잠정초과
(overshoot)가 발생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1.5℃±0.
1℃)에 지구온도 1.5℃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O2 배출량을 2050
년까지 순무배출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45%(40∼60%)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에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70년까지 CO2 배출량의 순무배
출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 배출량은 2010년 대비 25%(10∼30%) 감축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O2 순무배출(net-zero emission)은 CO2의 배
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한 수준이어서 CO2의 순배출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CO2 이외에 메탄(CH4)과 블랙 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결정체)의 배출량도 2030
년까지 2010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하며, 아산화질소(N2O)의 배출
량도 빠른 속도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CO2 순무배출이라는
용어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50년까지 CO2의 순무배출(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의 감소, 전력의 무 탄소화,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농업 부문의 CO2감축,
CO2감축/제거기술(Carbon Dioxide Removal, CDR)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1.5℃ 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전환이 이
루어져야 하며, 2℃ 상승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10∼20년 이내에 에너지, 토지, 도시, 인프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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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부문에서 과감하고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공급과 수요에서 매우 의욕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
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5℃ 상승 달성에 필요한 과감한 전환은 이미 특정 부문과 기술 및 지역에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전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50년
까지 탄소중립(1.5℃ 순(net)무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에너지소비 부문
에서는 에너지수요 감소, 전력의 무탄소화, 에너지소비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잔여 화석연료의 탄소집약도 감소 등, 그리고 에너지공급 부문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비중 증가, 비(非)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화석연료의
비중 축소, 에너지소비의 전력화와 연동된 전력의 탄소집약도 감소, 화석연료
와 바이오매스에 CCS 사용 증가 등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2-3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배출 경로
(단위:10억CO2톤/연)

Global total net CO 2 emissions

Non-CO2 emissions relative to 2010

Billion tonnes of CO2/yr

Emissions of non-CO2 forcers are also reduced
or limited in pathways limiting global warning
to 1.5℃ with no or limited overshoot, but
they do not reach zero globally.

50

Methane emissions
In pathways limiting global warning to 1.5℃
with no or limited overshoot as well as in
pathways with a high overshoot, CO2 emissions
are reduced to net zero globally around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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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PCC(2018),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이하 ‘1.5℃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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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차에너지(총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9%에서 2050년 60.2%로 증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50
년에는 바이오매스가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되어 그 비중이 27.3%를 차
지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21.2%, 바이오매스 이외 바이오에너지
의 비중(이하 ‘non-biomass’)은 28.0%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
다. 화석연료의 비중은 2020년 82.5%에서 2050년에는 32.8%로 축소될
전망인데, 석탄의 비중은 2020년 25.6%에서 2050년에는 5.1%로 축소
되고, 가스 비중은 23.1%에서 13.2%로, 석유 비중은 34.8%에서 12.9%
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6.3%에서
2050년에는 77.1%에 이르러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풍력과 태
양광 및 바이오매스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오
매스의 발전 비중은 2020년 2.0%에서 2050년에는 8.8%로, 태양광과
풍력은 1.6%에서 19.1%로, non-biomass는 24.4%에서 74.7%로 각각
증가하는 반면 전체 화석연료의 비중은 2020년 61.3%에서 2050년에
8.6%로 급감하고, 그 가운데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32.2%에서 0.8%로,
가스화력 발전 비중은 24.4%에서 6.9%로, 석유화력 발전 비중은 2.8%
에서 0%로 각각 감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에너지공급 부문의 전략이 적용되면, 전력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해 최
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에 34∼71%로 증가
한다.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전력의 탄소집약도
(탄소배출량/총에너지소비량)는 2020년의 140gCO2/MJ(million joules)
에서 2050년에는 –92~11gCO2/MJ로 낮아지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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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소집약도는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ioenergy and carbon
capture and storage, BECCS) 등에 의한 효과를 의미한다.
산업 부문은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 중에서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화석
연료의 연소에 의한 직접 배출이며, 나머지는 산업공정에서 배출하고 있
다. 철강, 비철금속(알루미늄 등), 화학, 비금속(시멘트 등), 제지 등 에너
지 다소비 산업은 최종 에너지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온실가스
직접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수요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소비의 전력화 진전, 비(非)발전연료의 탄소집약도 감소, 혁
신적인 산업공정과 탄소포집·저장(이하 ‘CCS’) 적용이 대표적인 탄소중
립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수송 부문과 건물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달성 전략으로는 고효율 가전
기기, 단열, 전력화, 저에너지소비 생활양식, 자원 재순환, 에너지소비자
의 행동변화(걷기 등) 등이 제시되었다. 건물 부문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에너지소비 비중은 2050년에 60%에 이를 것이며, 수송 부문에서 저탄
소에너지의 비중은 2020년의 5%에서 2050년에는 35∼65%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
너지 도입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단열, 에너지효율 개선, 재
생에너지 도입 등에 의한 냉난방용 에너지수요 감소는 2050년에 기준안
대비 33% 감소하고, 전체 에너지수요 감소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제
시하고 있다. 수송 부문은 에너지효율 개선, 연료전환, 교통시스템 변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며,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CO2 감축량
의 29%는 효율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36%는 바이오연료, 15%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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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는 수송수단 전환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
다. 승객과 화물 수송은 승용차나 화물트럭 및 항공기에서 열차로 전환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3

1.5℃ 달성을 위한 에너지 수급 시나리오

2030년 (2050년) 수준

P1*

P2

P3

P4

-58%
(-93%)**

-47%
(-95%)

-41%
(-91%)

4%
(-97%)

Kyoto-GHG 배출 (2010년 대비)

-50%
(-82%)

-49%
(-89%)

-35%
(-78%)

-2%
(-80%)

최종에너지 소비 (2010년 대비)

-15%
(-32%)

-5%
(2%)

17%
(21%)

39%
(44%)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60%
(77%)

58%
(81%)

48%
(63%)

25%
(70%)

- 석탄

-78%
(-97%)

-61%
(-77%)

-75%
(-73%)

-59%
(-97%)

- 석유

-37%
(-87%)

-13%
(-50%)

-3%
(-81%)

86%
(-32%)

- 가스

-25%
(-74%)

-20%
(-53%)

33%
(21%)

37%
(-48%)

- 바이오매스

-11%
(-16%)

0%
(49%)

36%(
121%)

-1%
(418%)

- 비 바이오매스(Non-biomass)

430%
(833%)

470%
(1,327%)

315%
(878%)

110%
(1,137%)

0
(0)

348
(151)

687
(414)

1,218
(1,191)

CO2 배출 (2010년 대비)

1차에너지 비중

2100년까지 누적 CCS (GtCO2)

* P1~P3는 일시적 온도 초과 상승이 없거나 낮은 1.5℃ 이내 상승 시나리오이며, P4는 일시적 온도 초과 상승이 있는 1.5℃
이내 상승 시나리오임. P1은 사회·경제·기술 전반의 혁신으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 탄소포집·저장 불필요하며, P2는 에너지·경제
그리고 인간 행동 등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며, 저탄소 기술 혁신·효율적 토지관리 등을 수반하며, P3는 전통적 방식의 사회적·기술
적 개발로 에너지 및 생산방식 변화 등에 중점을 둠.
** ( )는 2050년 수준
자료: IPCC(2018), 1.5℃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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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A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4)
국제에너지기구의 Net-Zero 2050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중립을 달
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의 34GtCO2
(gigatones of carbon dioxide)에서 2030년에 21GtCO2로 감소하고,
2050년에 순배출 ‘0’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선진국은 2045년
에 순배출 ‘0’을 달성하고 2050년에는 0.2GtCO2의 부(-)배출을 달성하
는 대신, 개도국은 배출량을 2050년까지 0.2GtCO2로 감소할 필요가 있
다고 제시했다. 선진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은 2020년에 8tCO2에서
2030년에 3.5tCO2, 2040년 초에 개도국 수준과 같은 0.5tCO2 수준으
로 각각 감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4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부문별 배출 경로
(단위:GtCO2/연)
Sector

Gross and net CO2 emissions

Gt CO2

Gt CO2

15

Electricity

40

Buildings
Transport

10

Industry

30
20

Other

5

Gross CO2 10
emssions
0

-5
2010

BECCS and
DACCS

2020

2030

2040

2050

0

Net CO 2
emissions -10
2010

2020

자료: IEA(2021a), Net-Zero by 2050.

4) IEA(2021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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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배출량에서 특징은 발전 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
소하고 2040년에는 부(-)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 부문의
배출은 화석연료 보일러의 대체 및 건물 개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2030년에 약 40% 감소하며, 수송 부문과 산업 부문의 배출량
은 2020∼2030년에 20% 감소하지만, 2030년대에는 저탄소연료와 감
축수단 도입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화가 상대
적으로 어려운 분야(항공·해운 등)에서는 화석연료가 오랫동안 사용되
고, 여기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BECCS와 직접 공기포집·저장(Direct
Air Capture and Storage, DACCS) 등을 통해 흡수해야 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 경우에 에너지공급은 2020년 공급량
대비 7% 감소한 550EJ(exajoules)에 이르며, 화석연료 공급량은 감소
하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증가할 것을 제시
하고 있다. 에너지공급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0%
에서 2050년 20%로 대폭 축소되지만,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을 제시하였다. 석탄 공
급량은 2020년의 52억 5,000만tce(tons of coal equivalent)에서
2050년에 6억tce로, 석유 공급량은 9,000만b/d(barrels per day)에서
2,400백만b/d로, 가스 공급량은 3,900bcm(billion cubic meter)에서
1,750bcm로 각각 감소하고, 반면에 원자력은 두 배 증가할 것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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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에너지원별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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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21a), Net-Zero by 2050.

에너지소비 부문의 탄소중립전략은 에너지효율 개선, 전력화, 행동변
화(시민들의 에너지소비 감축을 위한 행동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및 수소기반 연료,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등의 확대가 제시되었다. 2020~2030년
기간에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증가와 에너지효율 개선이 온실가스 감축
의 절반을 차지하고, 2030∼2050년 기간에는 전력화, CCUS, 수소에너
지 등이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수단이다.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은 무탄소 건물기준 도입, 수송
부문에서는 연비기준 강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등, 산업부문에서
는 고효율설비 도입과 폐열회수설비 도입 등의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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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GtCO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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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21a), Net-Zero by 2050.

경제 주체들의 에너지소비 감축 관련 행동변화는 온실가스 감축의 최
대 65%를 담당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중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40%는 에너지소비자의 참여 없이 달성 가능한 기술
(주로 발전기술)이며, 55%는 시민참여와 기술이 혼합된 형태이고, 8%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감축량이다.
전력화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의 20%를 차지할 것을 제시하
였다. 수송 부문의 전기자동차 도입 자체가 효율 개선에 해당되기 때문
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제안되었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 건물 부문, 수송 부문
등에서 직접 사용과 간접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20%에서 205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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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에 달하며, 건물 부문에서는 급탕과 난방에 사용되고, 산업 부문에
서는 중·저온의 열생산과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전 세계 수소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의 9,000만 톤에서 2030년에는
2억 톤, 2050년에는 5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수소 사용은
특히 2030년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는데, 발전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발
전을 수소혼소 발전으로 개조하고, 석탄발전소의 일부를 수소혼소 발전
으로 개조하거나 수소와 수소기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저탄소 발전원의
유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그리고 수송 부문에서는 화물트럭과 해운
교통에서 수소를 주로 사용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7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소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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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21a), Net-Zero by 2050.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현재의 이용 가능한
고효율 저탄소 기술을 대규모로 보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태양광은 매년
630GW, 풍력은 390GW씩 증설해야 하는데, 이들 재생에너지 발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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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술은 이미 다른 발전연료와 비교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으므로
보급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2-8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저탄소기술 확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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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21a), Net-Zero by 2050.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감축량의 45%는 현재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감축기술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을 빠르게 개발·보급하게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신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장거리 수송, 철강, 석유화학 등과 같
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이다. 그래서 고효율 배터리, 수전해 기술, DACCS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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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전략

제1절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제2절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
제3절 EU의 탄소중립 전략
제4절 독일의 탄소중립 전략
제5절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
제6절 영국의 탄소중립 전략

본 장에서는 주요 탄소중립 선언국 가운데 탄소중립 제도화 수준을 기
준으로 미국·일본·EU·독일·프랑스·영국 등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들의
탄소중립 동향 및 부문별 탄소중립 달성전략과 실행계획(action plan)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를 보여
주었다. 세계 2위의 탄소배출국이면서 저탄소·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미국은 중국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
지 유럽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원전의
정상가동까지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에너지 수급 안정에 중점을 둘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도 최근 들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구체
적인 이행시나리오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은 여러 유럽 국가들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이와 관련되어 구체적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차
원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 추진전략, 이행계획(action plan) 등을 수립하
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기본 추진방향, 규범 등을 제시하고, 각국의 이
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며,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탄소중립 지원책을
마련·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일본·EU·독일·프랑스·영국의 주요 탄소중립 선언국의
저탄소 및 탄소중립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5),

5) 파리협정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2050년까지 저탄소 전략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함(파리협정
및 결정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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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탄소중립보고서 및 정부계획안 등을 토대로 주요 국가의 저탄소
및 탄소중립전략을 살펴보았다.

제1절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대선공약으로 내세
웠으며 취임 즉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조치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
리협정(Paris Agreement)에 재가입하는 등, 사실상 탄소중립을 기후목
표로 설정한 국가로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하였다.6) 바이든 대통령은 대
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발전 부문 탄소 무배
출, 2045년 건물 부문 탄소배출량 50% 감축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의 막대한 예산투자를 계획하
고 있다.7)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21년 4월 미국은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를 주최하였으며, 회의 개최 전날에는 미국의 자발적국가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기존의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UNFCCC에
제출한 목표치)에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로 상향 조정하여
UNFCCC에 제출하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NDC에서는 2035년

6) 에너지경제연구원(2021a),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변화 영향과 우리나라 대응. ｢에
너지현안 브리프｣. 2021년 3월.
7) 신동원·양유경·이창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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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탄소 발전을 위해 탄소포집기술·설비를 장착한 발전소와 기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며, 산업 및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원전, 수
소, 탄소포집 등의 기술을 장려할 것임을 밝혔다.8) 이렇게 바이든 대통
령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취임 직후부터 이행되어 오고 있으며,
대선 후보 당시의 기후 및 에너지와 관련한 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이후 현재까지 LEDS가 갱신되지 않았
고, 아직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소중립 관련 대선공약과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계획 및 실행되고 있는 기후에너
지 정책을 조사하여 미국의 탄소중립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은 주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도 살펴본다.

2. 추진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를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의제로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
해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
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된 핵심공약을 담은 ‘청정에너지 혁명 및 환경정의를 위한 계획(Plan for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을 통해 기후
8) UNFCCC(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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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실존하는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규정하며, 당선 시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9)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을
재가입 할 것을 지시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조치를 지시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10)을 발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
련된 공약들을 빠르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

1)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탄소중립전략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50년 탄소중립 및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경제전
환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 구축이다. 이러한 저탄
소, 친환경 사회를 위해 미국정부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기술 R&D(Research & Development) 확대에 향후 4년간 총
2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탄소기술 R&D에는 전력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소형원자로, 친환경 냉방기술, 친환경 건축, 수소에너
지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11)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발전 부문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은 다양
한 비용 효과적인 기술개발·보급과 투자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탄소배출 없는 발전 자원, 송전
및 에너지 저장의 배치를 지원하고, 탄소포집장치가 설치된 발전소와 기
9) 조 바이든 캠페인 홈페이지. https://joebiden.com/climate-plan, (검색일: 2021.9.12.).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복원(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11) 에너지경제연구원(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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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원전을 이용해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원을 활용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탄소 무배출 전력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의 RD&D(Research, Development & Demonstration)와 상용화 및
배치도 지원할 예정이다.12)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과 더불어 2045년까지 건물 부문 배출량의
50% 감축을 공약으로 선언하였다. 미국이 2021년 4월에 제출한 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건물개조(retrofit)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히
트펌프(heat pump) 및 인덕션 스토브 사용, 신축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
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13)

표 3-1

바이든 행정부의 부문별 대선공약

부문

청정에너지
개발보급

발전
부문

건물
부문

수단

상세내용

∙ 청정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2조 달러 재정투입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 향후 10년간 총 4천억 원 재정 투자
감축 R&D
∙ 청정에너지(교통, 산업공정, 자재 기술 등) R&D 지원
친환경에너지 개발촉진
투자 유인

∙ 친환경에너지혁신 가속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전기차 관련 조세감면 제도 강화
∙ 주(州)별 친환경 제조 산업군(중소기업, 대학, 벤처, 근로자, 노동조합, 주정
부) 구축

청정전원의 이용 확대

∙ 수력, 풍력, 태양광, 원전 등 기존 저탄소 전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확대

청정전원 공급용량 확대

∙ 2030년까지 육상풍력 공급용량 2배 확대
∙ 농업 부문 바이오연료 생산능력 2배 확충
∙ 재생에너지 전원 등 지역분산전원 증대를 통한 발전시장 확대
∙ 가정 및 건물 부문의 청정전원 생산용량 확대 및 고용창출

전력망 인프라 확충

∙ 청정에너지 및 전력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단행
∙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기존 인프라에 신규기술 적용 추진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추진
공공주택 개발 추진

∙ 미국 전역의 건물 및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 취임 후 4년간 건물 4백만 동 개조 및 주택 2백만 채 내후성 개선
- 건설, 기술, 건축 부문 최소 1백만 개의 고용 창출
∙ 공공주택 150만 호 신축

12) UNFCCC(2021).
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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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부문

계속
수단

상세내용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 브라운 필드 재개발 추진
- 미국 전역의 폐기 산업플랜트 및 시설, 노후 발전소지역, 폐광(탄광)지역
및 매립지 등 재개발

∙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의 효율화
교통 인프라 정비 및 고도화 ∙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통근열차, 학교통학/대중교통 버스, 여객선, 저공
해차량 전환 추진
수송망확충

청정
모빌리티

철도수송 전력화 및
화석연료 소비 감축

∙ 청정에너지 철도시스템 구축
∙ 전력화 등 철도시스템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수송 인프라 구축 및
연비기준 강화

∙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 연비기준 강화

대중교통 청정화

∙ 2030년까지 대중교통 무배출을 위해 무배출 버스 보급
∙ 미국 내 총 50만대 학교통학 버스의 탄소무배출 추진
∙ 청정자동차 보급촉진 및 구입지원
- 친환경자동차 정부조달 3백만 대 생산 및 보급, 청정자동차 리베이트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21a),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변화 영향과 우리나라 대응. ｢에너지현안 브리프｣에서
재인용

2)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탄소중립 전략
가) 인프라 확충 및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매개로 미국경제를 재건하려
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대규모 재정투
입을 통하여 낙후된 국가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복
지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도
모하기 위한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또는 인프라 법
안’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안)에는 노후화된 전력망 현대화, 송·배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전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전기차 인프라 확
충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14) 그러
나 의회 통과 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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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투자 규모15)와 계획이 축소되면서 인프라 투자 계획의 기대효과
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16)
인프라 법안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재건 및 현대화,
국가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갖고 수립되었다.17) 주요
부문으로는 미국의 운송 인프라 개선, 상수·통신·전력망 인프라 개선, 건
물 보수, 제조업 및 연구개발 등이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청정에너지
확대, 세액공제, 전력망 및 송전망 개선, CCUS, 수소 기술 개발, 수송 부
문 전력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18)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효율 및 청정전력 표준
(Energy Efficiency and Clean Electricity Standard, 이하 ‘EECES’)
을 수립할 계획임을 인프라 법안을 통해 밝혔다. EECES의 수립 목적은
전력요금 인하, 시장경쟁력 구축, 기존 인프라의 효율 향상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원자력 및 수소 등의 무탄소 발전원의 활용이다. 해당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의 2035년 발전 부문 탈탄소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라는 대선공약 달성의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4)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일자리 계획’은 미국 의회의 협상과정을 거쳐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과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나누어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처리되고 있음. 1.2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에는 노후화된 전력망 현대화, 송·배전 현대화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
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대다수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포함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계획(안)은 현재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조정절차(appropriation)’를 통해 단독 처리를 강행하려
고 하나, 민주당 내부의 의견 대립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음.
15)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총 규모 약 4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제시하였으나, 2021.8월 기준으로 약
1조 2천억 달러로 투자 규모가 대폭 축소된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Senate)을 통과했으며, 바이
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제시한 투자 계획 대부분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3
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포함됨. 그러나 3.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처리와 관
련하여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가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처리 가능성에 어려움이 예
상되고 있음.
16) 이하의 내용은 BloombergNEF(Apr.1, 2021)를 참조해서 작성하였음.
17) The White House(2021).
18) BloombergNEF(2021); 김종혁·임지운(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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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인프라 법안을 통해 제안한 또 다른 청정에너
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에너지 세액공제 정책이 있다. 청정에너지 생산
및 저장에 대한 직접 지불(direct-pay)19)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
의 10년 연장 및 이후 단계적 축소를 제안하였다.20) 또한 인프라 법안에
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전력망 및 송전, 탄소포집 및 저장(CCS), 수소에너지 개발, 원자
력 기술,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 등이 있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기존의 송전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
력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CCS와 수소에너지는 각 기술별
실증 프로젝트 시행과 세액공제 개선을 통한 투자 유인 및 시행을 계획하
였으며, 원자력은 선진 원자로(advanced nuclear reactors)와 우라늄
대체연료 등과 같은 핵심적인 기술에 투자할 것을 계획하였다. 전기차의
경우에 현재 중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미국 시장의 판매 개선을 통해 소
비자들이 미국산(american-made)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세금 인
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2021년 9월 현재, 바이든 행
정부의 인프라 법안의 최종 예산안은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나) 수송 부문: 청정모빌리티 공급 확대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조치는 교통·물류 인프라 고도화, 철도 시
스템의 전력화, 청정모빌리티(전기차, 수소차 등) 보급 확대, 도로 교통망

19) 직접 지불(direct-pay)은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등을 청정에너지 개발자에게 직접 지불하여, 기존
의 조세형평성 재원조달 조치(tax equity financing measures)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20) 2020년 12월 미국 의회가 승인한 에너지세액공제 강화로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혜택의 연장을 받
게 된 항목으로는 육상풍력 생산세액공제, 해상풍력 투자세액공제, 태양광 투자세액공제, 탄소포집 “45Q”
세액공제, 바이오연료 세액공제가 있음(BloombergNEF(Apr.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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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충, 연비기준 강화, 그리고 정부 조달 및 재정 지
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이미 대통
령 선거공약에 명시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행정명령과 인프라 투자법안 등을 통해 연방정
부의 자산과 구매력을 동원하여 전기차 등 기후변화 대응산업을 집중적
으로 육성함으로써 미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발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연방정
부기관들이 미국 근로자가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
도록 지시(2035년까지는 모든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교체 지시)하는 한
편,21) 2030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50%까지 확대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22)에 서명하는 등,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비롯
한 기후변화 대응산업23)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중국·유럽 등 다른 경쟁국들을 빠르게 따라잡고 기후변화 대응 산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에 속하
는 유형은 전기 배터리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
리드차 등이다.

21) The White House(Jan. 27, 2021.),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7/executiveorder-on-tackling-the-climate-crisis-at-home-and-abroad/ (검색일: 2021.9.12.).
22) The White House(Aug.5,2021.),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teps to Drive American
Leadership Forward on Clean Cars and Truck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
statements-releases/2021/08/05/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steps-to-drive-americ
an-leadership-forward-on-clean-cars-and-trucks/, (검색일: 2021.9.12.).
23)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카법(Buy America)’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2021.1.25.) 최근(2021.6) 상원
을 통과한 ‘미국 혁신경쟁법(The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법안 등을 통
해 배터리 등 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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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탈탄소화가 어려운 항공 부문에서 청정
하고 지속가능한 연료(바이오연료 등)의 이용을 확대하고, 항공 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위
해 에너지부는 저탄소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R&D 사업에 재정자금을
지원한다. 항공 부문은 미국 전체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24)

다) 청정에너지 기술개발·보급 확대 정책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된
조치로 법제화 및 기준 강화, 기술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투
자 인센티브, 재정지출), 그리고 자금조달 및 확보 등에 두고 있다. 이
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공급 증대
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1년 6월에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더욱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적정한 비용의 청정에너지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해 ‘Energy Earthshots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이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신속하고 대규모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 현
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장벽을 뛰어 넘는데 데 중점을 둔다. 이
러한 기술에는 수소, CCUS, 배터리, 대체연료, 태양광 등이 포함되며,
이중에서 수소에너지 생산, 수송, 저장, 활용 부문의 기술개발이 강조
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원가를 현재
수준(5달러/kg)보다 80% 낮추고(1달러/kg), 이를 기반으로 수소수요

24) The White House(2021.9.9.), 에너지경제연구원(2021.10.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9호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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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배 이상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부는 수소에너지가 미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고임금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5)

라) 기후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주도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크게 △기후
변화 대응 거버넌스에서의 미국 리더십 회복,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통한 미국경제 재건, △기후변화 대응 산업 육성을 통한 미국경제의 경
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부정하
고,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해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신속하게 회복하여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외교력과 지도력을 회복하
고자 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4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
했던 ‘에너지·기후주요경제국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을 계승·확대한 ‘세계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개최하였고,26) G7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對개도국 인프라 구상을 제안27)하는 등 기후변화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5) DOE(Jun.7, 2021.), 에너지경제연구원(2021.6.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3호에서 재인용.
26) The White House(Apr.23,2021.), “Fact Sheet: President Biden’s Leaders Summit on Climat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3/fact-sheet-presid
ent-bidens-leaders-summit-on-climate/, (검색일: 2021.9.12.).
27) The White House(Jun.12,2021.),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G7 Leaders Launch Build Back
Better World (B3W) Partnership,”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
2021/06/12/fact-sheet-president-biden-and-g7-leaders-launch-build-back-better-world-b3wpartnership/, (검색일: 2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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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4월 세계 40여 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여한 기후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을 다시 주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
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국은 개도국 및 후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원책으로 2024년까지 공적지원 규모를 오바마 정부 시절의 2배 수준
으로 증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28)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기후변
화 관련 국제지원 규모 급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Change)로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존
케리(John Kerry)를 임명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2015년 파리기후협
약을 성사시키는데 역할을 했고, 환경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는데 주력했
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강화하기 위해 다자협력에서는 기후정상회담을, 양
자협력에는 대통령 기후특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개도국 및 후진국에
대해서는 공적지원을 크게 증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전
략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갖고 존 케리 기후특사를 중심으
로 중국정부와 양자협상을 전개하고 있다.29)

28) Financial Times(Apr. 23, 2021). 에너지경제연구원(2021.5.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9호
에서 재인용
29) Washington Post(Mar. 11. 2021). 에너지경제연구원(2021.3.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6
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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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2017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캘리포니아(California)州, 뉴욕(New
York)州, 워싱턴(Washington)州는 미국기후동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을 발족하고, UNFCCC에 제출한 NDC에서 주정부 차원의 목
표 달성을 선언하였다. 이후 여러 주가 참여를 선언해서 2020년 말 현재
25개 주가 동맹에 참여하고 있다.30) 미국기후동맹에 참여한 주들은 크
게 세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
년 대비 26~28% 감축해야 하고, 둘째, 각 주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UN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며며, 셋째, 배출 저감을 위한 기존
및 신규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증대시켜야 한다.31)
미국기후동맹은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사회간접시설의 회복력 향상,
청정에너지 투자 재원 확보, 전력 부문의 청정화(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및 현대화,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단기체류성
기후변화유발물질(short-lived climate pollutants)32) 배출 감축 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기후동맹에 가입한 25개州 가운데 캘리포니아州, 하와이(Hawaii)
州, 뉴욕州, 네바다(Nevada)州 등이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제시하였고,

11개 주는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비중을 100%
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33) 캘리포니아州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USCA(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2019), Strength in Numbers: American Leadership on
Climate.
31) USCA 홈페이지, http://www.usclimatealliance.org/(검색일: 2021.10.2.)
32) 단기체류성 기후변화유발물질은 대기 중 체류기간은 짧지만 기후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
질을 의미함.
33) USCA(2019), “Strength in Numbers: American Leadership on Climate”.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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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40% 저감하고, 2045년까지 100% 무탄소 전원
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수송 부문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무탄소배출 자동차(zero-emission vehicle) 판매를 증대하기로 했다. 또
한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프로그램 투자기금
(Electric Program Investment Charge)을 주정부 차원에서 조성하였다.
하와이州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 제정, 집행조직(Hawaii State Energy
Office) 설립,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0% 목표 설정 등을 추
진하기로 했다. 뉴욕州는 관련 법 제정과 조직의 설립을 완료하였고,
2040년까지 무탄소 전원 공급을 선언하였다. 네바다州는 2050년까지 재
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0%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2절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Suga Yoshihide) 총리는 2020년 10월, 취임
후 첫 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동년 12월에 일본
은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동 전략을 통해 2030년 중간목표인 9.3억 톤의 배출
량 목표를 설정한 후, 2050년 순무배출(net-zero)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이후 2021년 4월, 스가 총리는 미국 주최의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
2021)에서 2030년 온실가스 목표를 2013년 대비 기존의 26% 감축에서
46% 감축으로 상향한다고 선언하였다. 중간목표치의 상향을 통해 2050년
까지의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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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언 이전인 2016년에 일본은 21세기 후반부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탈탄소사회(decarbonized society) 선언과 지구온난화대응계
획(Plan for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2016.3.13.)에 입각
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었다. 이후 2019
년, UNFCCC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서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부문별 조치를 발표했으나 부문별 구체적인 감축목
표를 설정하지 않았었다. 아래 표는 2019년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을 요약한 것으로 일본의 저탄소 및 탈탄소전략을 담고 있다.

표 3-2

일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 부문별 조치
부문

에너지 생산
산업
가정 및 지역사회
수송

세부 조치
∙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 달성
-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력발전 축소, 수소 확대, 에너지효율/분산형 전원 확대
∙ 혁신적 기술의 탈탄소 제조기술 달성으로 새로운 공정 수립
- 수소 활용(수소환원제철공법), 원료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기술들의 도입
∙ 순환 및 생태경제 구현
- 탄소 제로 생활, 탄소제로 지역사회(도시건물, 농촌마을, 분산형 전원 개발)
∙ 전과정 탄소 제로(well-to-wheel zero emission)
- 전력화된 자동차에 대한 국제정책 공조

탄소흡수

∙ 충분한 탄소 흡수원 확보

혁신 촉진

∙ 점진적 환경혁신전략
- 국내외 잠재적 기술 개발, 잠재적 기술의 사업화, 상업화(가격경쟁력)를 위한 목표(비용) 설정
∙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혁신

녹색금융

∙ 기후금융 대화TF를 통한 금융 활용
- 기후관련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TF를 통한 금융흐름 촉진, 환경금융 활성화 촉진

산업계 주도
국제협력

기타

∙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 탈탄소 기술과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개발
확대, 세계적 수준의 탈탄소 사회 기반 구축
∙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 기후변화 복원적인 종합적 사회 건설
∙ 공정한 전환을 위한 노동력 전환 직업훈련
∙ 탄소가격제 논의

자료: 일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 2019)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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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34)
일본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 및 비용 상
승의 원인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경제와 환경 모두의 개선을
달성하고자 2020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성장전
략을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전략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전력 부문에서의 탈탄소화와 산업·수송·가정 부문의 전
력화(electrification), ESS(Energy Storage System) 도입 확대 및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2021.01.08.)).
동 전략에서는 2050년 일본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전력
부문의 전력화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2050년 일본의 전력수요는 2018
년 대비 30~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50년에는
탈탄소 발전원으로 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이 50~60%, 원자력과
CCUS를 설치한 화력발전 그리고 탄소재활용 등의 발전원이 30~40%,
수소·암모니아 발전이 10% 정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3-1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
2018년
10.6억 톤

非
전
력

전
력
탄소
제거

민간(1.1억 톤)
산업
(3.0억 톤)
수송(2.0억 톤)

2030년
9.3억 톤

2050년 참고치
실질 배출량 0톤

민간(0.9억 톤)
산업
(3.3억 톤)

전력수요
30-50% 증가

전력화
수소, 메탄화, 합성연료, 바이오매스

수송(1.5억 톤)

CO2 회수·재이용
최대한 활용

탈탄소전원

4.5억 톤

3.6억 톤

재생에너지
(50-60%)
원자력, 화력+CCUS, 탄소재활용 (10-40%)
수소·암모니아
(10%)
식림(植林), DACCS 등

자료: 일본 METI(경제산업성)의 녹색성장전략(2020.12.25.)을 바탕으로 작성된 에너지경제연구원(2021.01.0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호, 주요 단신에서 재인용

34) 이하 내용은 일본 경제산업성(METI(2020))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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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정부는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중요한 14
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
하였다(METI, 2020). 14개 중점분야는 크게 에너지, 수송 및 제조 부문,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3-2

일본 2050년 탄소중립 14개 중점분야
2020, 2030, 2050까지 성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

에너지
①해상풍력산업

풍차본체, 부품 및 부체식 풍력

②연료, 암모니아산업

발전용버너, 수소사회 이행기연료

③수소산업

발전터빈, 수소환원제철,
물진해장치, 운반선

④원자력산업

SMR, 수소제조원자력

수송·제조

주택·건물

⑤자동차, 축전지산업

⑥반도체, 정보통신산업

⑦선박산업

⑧물류, 인류, 토목인프라
산업

FV, FCV, 차세대 전지

연료전지선박, 가스연료선, 수소
암모니아게 등

⑨식료, 농림수산업

스마트농업, 고층건물목조화, 블루카본

데이터센터, 절전형 반도체,
수요사이드 효율화

스마트교통, 물류용 드론, IC전기

⑩항공기산업

하이브리드화, 수소항공기

32 주택, 건축물산업,
차세대형 태양광 산업

33 자원순환형관련

34

생활방식관련 산업
지역의 탈탄소비지니스

⑪카본리사이클산업

콘크리트, 바이오연료, 플라스틱 연료

자료: METI(2020.12.25.), 에너지경제연구원(2021.01.08.)

표 3-3

분류

일본 녹색성장전략 14개 중점분야
분야
해상풍력

에너지

2030년까지 화력발전의 20% 보급, 공급 가격 조정, 공급 유통망 구축

수소

2050년까지 수소 연료 소비량 2,000만 톤 확대, 수소 생산비용 저감

전기차·배터리
반도체·IT
수송 및
제조

내용
2040년 최대 45GW 도입 목표,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시 및 관련 인프라 정비

암모니아연료
원자력

선박
물적·인적유통
식료·농림수산
항공기
탄소재활용

차세대 원자로 구축으로 원전 재가동, 국제협력 기반의 원자로 실험 연구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 100%를 전기차로 보급, 리튬이온배터리 가격 감축
청정 전력 활용 데이터센터 설립 지원, 차세대 IT 인프라 지원
2050년 수소, 암모니아 등의 대체연료로 전환, LNG 연료 선박 고효율화 도모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 녹색물류 추진
농림수산업의 탄소 순무(無)배출을 위해 농축산업 배출량 감축기술 개발
2030년 항공관련 제품의 전력화 기술 개발, 2035년 이후 수소항공기 투입 목표
탄소 흡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비용 저감 및 활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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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바이오연료, 재생재, 폐기물 발전

표 3-3

분류
주택·
건물

계속
분야

내용

주택

2030년까지 신축 건물의 순무(無)배출 목표로 제로에너지빌딩(Zero-Energy Building,
ZEB) 구축

자원순환

폐기물발전 및 열 이용,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

생활방식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자원을 활용하여 ‘탈탄소 프로슈머’ 등 지역의 탈탄소 비즈니스 추진

자료: METI(2020.12.25.), 에너지경제연구원(2021.01.08.)

1) 에너지 부문: 해상풍력, 수소, 원전
먼저 일본의 해상풍력 산업은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2050년 재생에너지원 발전을
최대 60%까지 확대하기 위해 일본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10GW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30~45GW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상풍
력 용량 45GW는 원자력 발전소 45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급망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의 국내 조달비율을 60%
까지 확대할 예정이다.35)
해상풍력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은 지난 2018년에 ‘해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개발을 위한 해역 이용촉진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해상
풍력 발전시설 개발과 관련한 특정 해양지역의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 촉
진지역(promotion areas)을 지정하고 촉진지역 활용 허가제(license
system)를 도입하는 것으로(Takashi Akanene, 2018), 이를 통해 해상
풍력 기술개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은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300만 톤,
2050년까지 최대 2,000만 톤의 수소생산 목표를 세우고, 확대된 생산량

35) 일본 경제산업성(2020.12.25.); 에너지경제연구원(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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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수소발전비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지
난 2017년 발표한 ‘수소기본전략(Basic Hydrogen Strategy)’에서 수소
가격목표를 2030년까지 30엔/Nm3, 2050년까지는 20엔/Nm3 으로 설
정하였는데,36) 이러한 전략이 수소의 안정적인 생산량과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소 전략을 통해 일본은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수소발전터빈, 연료전지트럭,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들을 개발·보급하려고 한다. 또한 일본은 암모니아를 석탄화력발전
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30년까지는 20% 암모니아 혼합연소를 목표
로 하고, 2050년에는 그 혼합연소 비율을 확대하면서 100% 암모니아
연소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2050년 암모니아
공급규모는 1억 톤에 이를 것이며, 암모니아 공급가격은 2030년에 약
10엔/Nm3을 목표로 설정하여 계속해서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한
다. 탄소중립을 위한 이러한 수소 및 암모니아 기술 개발은 일본이 세계
적 수준의 기술 우위성을 지닐 수 있게 할 것이다.37)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
전의 가동률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50년까지 화력발전의 발전비중
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일본 원전의 최
장 가동기간이 60년임을 감안할 때. 2050년까지 원전가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음을 밝
히기도 하였다.38) 이에 2050년까지 안전성이 향상된 원전의 재가동을
목표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METI, 2020). 소형 원자
36) 양의석·임지영(2018); UNFCCC(2018).
37) 에너지경제연구원(2021b), 일본 2050 탄소중립 이행방안, 내부자료
38) 조선일보(2020.12.26.) ‘일본,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60% 목표...“원전 신설도 불가피”. https://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6/2020122600411.html, (검색일: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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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Small Modular Reactors, SMR)는 기존 원전과 비교해 발전용량은
1/10~1/3 정도 작지만 원자로의 냉각이 쉽고, 노심폭발이 발생하지 않
아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에 일본정부는 2030년에 소형원자로를
실용화하고 2040년에는 양산 체제를 확립한 후, 2050년부터 해외수출
을 목표로 수립하였다.39) 이는 녹색성장전략의 목표인 원자력 기술 개발
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해외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2) 수송 부문: 전기차, 배터리
일본은 수송 부문의 저탄소 및 탈탄소화를 위해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의 100%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로 대체한다는 계
획을 세웠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
자체에서 전기차 구매를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전기
차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을 촉진하며, 2030년까지 리튬이온전지의 가
격을 1만 엔/kWh 이하로 떨어뜨려 전기차 배터리의 경제성을 확보하
고 실용화를 가능케 하려고 한다.40)(METI(2020);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01.08.)).

39) NewDaily(2020.12.28.) ‘일본 ’탈탄소 전략‘ 핵심은 차세대 원전...10년 내 실용화’ . http://www.newdaily.
co.kr/site/data/html/2020/12/28/2020122800191.html, (최종검색일: 2021.2.2.)
40) 일본 경제산업성(2020); 에너지경제연구원(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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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EU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EU 이사회(EU Council)는 2019년 12월 12일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승인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탄소중립전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에 탄소중립 목표를 결정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이 발표·추진될 것
으로 예상된다.
2019년 말, 발표된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을 보
면, EU는 2050년까지 행동 로드맵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대륙을 실현하
려고 한다. 즉, 전체적으로 205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이며 회복 탄력적인 경제로 전환하여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1990년 수준 대비 55%를 감축함으로써
EU의 자연자원을 보호,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이다.41) 이는 기존의 1990
년 수준 대비 40% 감축을 훨씬 상회하는 목표이다.42)
EU는 2020년 3월에 제출된 유럽 최초의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장기저탄소
개발전략(LEDS)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켰다.43) 이에 따
라 EU는 탄소 무배출(net-zero) 실현에 있어 향후 배출 감축, 녹색기술

41) European Commission(2021).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검색일: 2021.10.7.).
42) European Commission(2021), “2030 climate & energy framework.” https://ec.europa.eu/clima/
eu-action/climate-strategies-targets/2030-climate-energy-framework_en (검색일: 2021.10.10.)
43) European Parliament Think Tank(Aug.31,2021.), “European Climate Law,” https://www.europarl.
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EPRS_BRI(2020)649385#:~:text=On%204%20
March%202020%2C%20the,framework%20for%20achieving%20that%20objective. (검색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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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연환경 보호 등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유럽기후법」의 목
적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비용효과적인 정책을 통하여 2050년 탄소중
립 목표의 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
스템을 마련하여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하고, 투자자와 경제 참여자들에
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탄소중립(또는 기후중립)으로의 불가역
적 진행 과정을 만들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에 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라는 EU 이사회
의 요청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포함한 LEDS을 수립하여 UN에 제
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27개 회원국(영국 제외) 중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선언했으
며, 회원국별 탄소중립 달성 전략은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UN에 제출할
것이다.
유럽기후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비용 효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달성하기 위한 제도, 인센티브, 지원 및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
공 부문 및 민간 부문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기관 및
수단[EIB(European Investment Bank), MFF(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InvestEU, Just Transition Mechanism)]에 의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은 기후 및 환경 분야에 2021~2030년 동안에 1조 유로 투자
를 결정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공정전환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을 통해 1,000억 유로를 투자하며, 탄소중립 영향을 받는
지역과 부문은 동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 이
사회는 각 회원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이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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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의무화했으며, EU 집행위원회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탄소중립 전환의 환경적·사회경제적 영향을 정
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EU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에너
지 안보와 에너지 믹스를 중시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사용하려는 회원국
의 입장도 존중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그리고 EU는 탄소누출을 방지
하여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할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추진하려고 한다.

2. 추진 전략
EU는 2018년에 심층분석보고서(In-Depth Analysis)를 발표하여 탄
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
립 목표를 설정했다. 심층분석보고서에서 EU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80%를 감축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상승
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 5가지 기본
전략을 에너지 부문, 산업 부문,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기타 부문에 적용
할 계획이다. 또한 5가지 전략 이외에 3가지 전략까지 포함하면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 상승을 달성할 계
획이다. 5가지 기본 전략은 전력화(ELEC), 수소(H2), 저탄소 연료(P2X),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EE), 순환경제(CIRC)이며, 추가 3가지
전략은 COMBO, 1.5TECH, 1.5LIFE 전략이다.
또한 유럽기후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배출(negative emission)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과

66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유럽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회원국의 탄소중립 조치, 진전 상황, 기후변
화 적응 진전에 대해 2023년부터 매 5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된다.44)
‘유럽청정수소연맹(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도 EU의
그린 통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유럽청정수소연맹은 산업계, 국가
및 지역, 공공기관,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 당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생 및 저탄소 수소가스를 생산하고 산업 교통 운수 및 기타 부문의 수
요와 수소가수 수송 및 유통 요구를 결합하여 2030년까지 수소기술을
대규모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5)

1) 에너지 부문
EU 에너지 부문 저탄소화 전략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
다. 즉, 화석연료를 무탄소 연료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스마트 전력
망을 구축하며, 그린수소(green hydrogen)와 같은 새로운 무탄소 에
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열, 연료 형태로 사용되는데, 태양에너지가 주요
핵심 재생에너지원이며, 다음이 풍력이다. 스마트 전력망은 분산형 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력화의 진전과 함께 구축될 계획이다. 무탄소 전
력 이외에 수소 및 e-연료(electricity-based fuel)가 저탄소 에너지원으

44)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2021.7.7.),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확정, https://
overseas.mofa.go.kr/be-ko/brd/m_7565/view.do?seq=1300315&srchFr=&amp;srchTo=&amp;sr
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
mpany_cd=&amp;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10.10.).
45) European Commission(July 8, 2020).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https://ec.europa.
eu/growth/industry/policy/european-clean-hydrogen-alliance_en. (검색일: 2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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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무탄소 전력 비
중은 2050년에 50% 이상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다음으로는 바이오에너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전력생산의 81∼85%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전망이다.

표 3-4

EU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전략
주요 전략

주요 세부 기술

무(저)탄소 연료 전환

∙ 화석연료를 무(저)탄소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로 전환
- 재생에너지 :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조력, 파력 및 해양 에너지, 수력, 바이오매스,
매립가스, 쓰레기 처리장 가스 및 바이오가스

스마트 전력망구축
새로운 에너지원
CO2 포집 및 저장(CCS)

∙ 재생에너지, 전력소비, 전력 저장을 연결하는 분산형 전력망
∙ 해상풍력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연결하는 중앙집중형 전력망
∙ Green 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와 blue 수소(천연가스 기반 수소)
∙ 재생 기반 수소와 바이오매스 CO2를 결합한 e-가스/액체
∙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
∙ 주민 수용성, 온실가스 흡수율, 비용 문제로 확대 불확실
∙ 산림과 연계된 BECCS 활용 가능성

자료: European Commission(Nov.28, 2018), “A Clean Planet for All A European Long-Term Strategic Vision for
a Prosperous, Modern, Competitive and Climate Neutral Economy”, In-Depth Analysis를 기반으로 작성.

2) 건물 부문
건물 부문의 저탄소화전략의 핵심은 단열 강화, 고효율기기 활용, 냉
난방용 연료 전환, 스마트 건물 도입, 제로에너지빌딩 도입이다. 건물의
단열 강화를 위해서는 건물 개조가 필수적인데, 최근에 건설된 건물은
2050년 전체 건물의 10∼25%에 불과하므로 단열 강화를 위해서 대부분
의 건물을 개조할 것이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와 에코디자인의 개선을
통해 고효율 기기의 도입이 촉진된다. 또한 냉난방용 에너지를 화석연료
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된다. 거주자 요구와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 공급
망과 ICT(Informational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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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마트 건물 도입이 이루어진다.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받는 제로에너지 빌딩도 활발히 도입된다.

표 3-5

EU 건물 부문 저탄소전략

주요 전략
단열 강화

세부 기술
∙ 건물의 단열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건물 개조 필수

고효율 기기

∙ 효율등급과 에코디자인을 통해 냉방, 난방, 온수, 조리용 고효율 기기 도입

냉난방용 연료전환

∙ 냉난방용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수소)로 전환

스마트 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 거주자 요구, 분산 재생에너지원, 정보기술을 결합한 건물
∙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건물

자료: European Commission(Nov.28, 2018)를 기반으로 작성.

3) 수송 부문
수송 부문의 저탄소화전략은 무탄소자동차 도입, 저탄소 연료 확대,
수송 시스템의 효율 개선,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 세부 부문별 신기술 도
입으로 요약된다. 무탄소자동차 도입은 기존 및 저탄소자동차의 효율개
선과 병행해서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전력과 수소와 같은 저탄소 연료
이외에 탄소중립적인 연료(바이오연료, 에탄올, e-연료)도 활발히 도입된
다. 수송시스템의 효율 개선을 위해 지능형 수소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수송수단의 외부비용을 내재화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수송수
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역내 항공
의 여객수송은 가능하면 고속철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된
다. 도로교통에서는 충전 인프라 도입과 전기차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한다. 철도교통에서는 전력화 이외에 바이오연료 및 수소 사용
이 추가될 계획이다. 근해 및 내륙 해운수송에는 전력화가 가장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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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안이며, 중장거리 해운수송에서는 수소와 암모니아, e-연료, 바이
오연료 등이 석유의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3-6

EU 수송 부문 저탄소전략

주요 전략

세부 기술

무(저)탄소 자동차
∙ 배터리 전기자동차 도입은 자동차 효율 개선, 충전 인프라 도입, 저탄소전력 생산과 병행 추진 필요
도입
저탄소연료 확대

∙ 저탄소 전력과 수소 기반의 e-가스/액체 연료는 사용되는 전력과 CO2의 원천 및 비용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수송 시스템
효율 개선

∙ 지능형 수송 시스템 도입과 함께 다중수송수단, 수송수단 전환, 항공수송 대신 고속철도 확대추진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

∙ 정부는 수송수단의 외부비용을 내재화하여 소비자 선택 유도
∙ 산업계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동수요 감축
∙ 소비자는 자동차공유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

부문별 신기술

∙ 도로교통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바이오디젤/에탄올 및 e-연료
∙ 철도교통 : 전력화, 바이오연료, 수소
∙ 해운수송 : 근해 및 내륙수송에는 전력화, 중장거리에서는 수소와 암모니아 및 e-연료, 바이오연료

자료: European Commission(Nov.28, 2018)를 기반으로 작성.

4) 산업 부문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전략은 에너지효율 개선, 전력화, 연료전환, 혁
신적인 저탄소 공정 개발, CCUS 도입, 자원효율과 순환경제, 산업공생,
물질대체이다. 열손실 축소, 폐열회수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열과 스팀 수요를 전기로 대체하며,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 수소, e-연
료로 대체한다. 수소나 바이오매스 기반의 연료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저
탄소 공정을 개발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화석연료 기반 물질을 저탄소
물질인 수소와 바이오매스로 대체하며, 수소 기반의 저탄소 메탄올과 암
모니아 및 기타 화학제품을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공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CCUS를 활용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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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소비효율과 순환경제를 통해 원료소비를 감소하고 폐기물 및 부산
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순환 및 물질 대체를 제고시키며, 아울러 산업
공생(industrial symbiosis)을 통해 자원소비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그리고 에너지 및 탄소집약도가 낮은 물질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할 계획이다.

표 3-7

EU 산업 부문 저탄소전략
주요 전략

에너지효율, 전력화, 연료전환
혁신적인 저탄소공정
CCS/CCU
자원효율/순환경제

세부 내용
∙ 현행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 지속
∙ 산업용 열과 스팀 수요를 히트펌프나 전기보일러로 대체
∙ 수소나 바이오매스기반의 저탄소물질을 사용하는 공정 개발
∙ CCU기반 물질로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대체
∙ 원료소비 감소, 폐기물 및 부산물 발생 최소화, 재순환 및 물질대체 제고

산업공생

∙ 인프라, 투입물, 산출물 공유를 통해 자원소비와 온실가스 감축

물질 대체

∙ 에너지 및 탄소집약도가 낮은 물질로 소비행태 변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Nov.28, 2018)를 기반으로 작성.

제4절 독일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독일은 2019년 11월, 제2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에서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을 통해 2050년 탄소중
립을 선언하였고,46) 2019년 12월에는 「연방기후보호법(Federal 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공식화하였다.47)

46) UNFCCC(2019).
47) BMJV(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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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JV(2019)). 이후 2021년 5월, 독일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한
을 2045년으로 앞당겼다. 이는 현 독일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부
족하다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후 이를 반영한「기후
변화대응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48) 「기후변화대응법」개정안(2021.5)
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시기 단축과 동시에 2030년의 감축목표를 기존의
1990년 대비 40%에서 65%로 상향 조정하였고, 2040년의 목표를 1990
년 대비 88%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독일은 2016년 11월, 부문별 구체적인 전략이 담긴 기후행동계
획(Climate Action Plan 2050)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5년 단위로 갱신
되며 독일의 NDC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49)이에 독일은 탄소중립과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에서 제시·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클 것
으로 판단된다.
메르켈 총리 내각은 2045년 탄소중립에 대한 법안의 초안을 2021년
5월에 승인했지만, 아직 상향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부문별 전략을 발
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독일정부의 공
식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이 2016년
발표한 기후행동계획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획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에 부문별 전략을 포함한 2045년 탄소중립을 위한 갱신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48) Julian Wettengel(May 5, 2021); 에너지경제연구원(2021.05.14.).
49) Clean Energy Wire(March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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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1) 기후행동계획 2050
기후행동계획 2050(Climate Action Plan)은 2050년까지 1990년 대
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0~95% 감축을 목표로 한 독일의 장기 저탄소발
전전략이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독일은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전략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선언 이전에 발표한 기후행동계획을 통해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계획에서는
에너지, 건물, 수송, 산업, 농업, 산림 부문별 2030년의 구체적인 감축목
표와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pathway)를 제시하고 있다.50)
독일의 ‘기후행동계획 2050’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원칙으로 에너지효
율 개선과 재생에너지원 전력 사용을 제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가장 우선시하여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현저히 감소시키고, 모든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며, 재생에너
지원 전력은 열 공급, 부문결합(sector coupling)을 통해 수송 부문 및
산업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대규모 개보수와 히트펌프
(heat pump)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시스템 구축에 지원하여 2030
년까지 1990년 대비 66~67% 감축할 계획이다.51)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42% 감축을 목표로 온실
가스 무배출 에너지원 공급, 필수 인프라 구축 및 부문 간 연계 등을 주
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특히, 부문 간 연계인, 수송 부문의 부문결합

50) BMUB(2016).
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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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coupling)은 수송 부문의 전력화로 인해 부문 간 전력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한 감축 전략이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플러
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
이며, 국가 수소·연료전지 기술혁신 프로그램(National 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me)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52)

표 3-8

독일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2050) 부문별 계획

부문

세부 조치

에너지

∙ 에너지전환과 경제성장, 구조변화, 지역개발 달성 조치 개발
-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전력, 부문별 탈탄소, CHP(열병합발전), ETS(Emission
Trading System)

건물

∙ 건물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조치 개발 예정
-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의 에너지 기준 개발, 신재생에너지 난방에 대한 재정지원

수송

∙ 2030년까지의 도로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예정
- 차량의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부문 간 연계 전략

산업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CCUS 포함) 개발 예정
- 제품 사용기간 확대 및 폐기물 최소화, 산업공정 배출 감축, 폐열 사용, 고효율 기술 정보, 자발적 기업 보고
시스템

농업

∙ 질소 사용 억제, 유기농 확대, 축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음식물 쓰레기 감소

산림

∙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산림 확대 계획
- 산림보존, 영구초지 보존, 습지 보호

세제

∙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 환경침해 보조금 축소, 기후 친화적 투자 촉진, 국제수송용 연료에 대한 보조금 축소

자료: BMUB(2016), Climate Action Plan 205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계와 협력을 통한 산업공정에서 탄소배출 감축
과 CCUS 기술 적용을 통해 1990년 대비 49~51%를 감축할 계획이다
(BMUB(2016)). 또한 독일정부는 환경세와 환경 관련 부담금을 통해 환

5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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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오염원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 친화적(climate-friendly)인 경제시스템
을 구축하려고 한다.53)

2) 부문결합(sector coupling)
독일 기후행동계획 2050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원칙으로도 언급되
었던 부문결합(sector coupling)은 재생에너지원 전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결합은 독일에서 처음 개발한 개념으
로 에너지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건물, 수송,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을
상호연계 하는 것이다.54)(Luc Van Nuffel et al., 2018). 독일은 전력
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려고 한다.55) 전력화된 부문 간 결합은 전력의 상호 이동을 가능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기반으로 한 전력화는 온실
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56) 독일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독일의 에너지 수요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부문결합을 통해 상당량의 화석연료 수요를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57)

53) ibid.
54) Luc Van Nuffel et al(2018).
55) BMWi(2017).
56) ibid.
57) BMWi(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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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부문결합(sector coupling)

Power-to-heat
Power-to-mobility

Electricity
generation

&
Power-to-gas
Heat for
buildings & industry

Mobility

자료: Clean Energy Wire(2018), “Sector coupling-Shaping an integrated renewable energy system.”

독일의 부문결합(sector coupling)과 에너지효율개선 전망

Energy for transport

Power SC
e.g. electric cars

Power
“Classic” power consumption (e.g. for household appliances, industrial processes) drops as a result

fossil
energy

of improved power efficiency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of fossil fuels drops as a result of improved efficiency. SV 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ies

Power SC
e.g. heat pump, electrode boiler

Energy for heat
Consumption of fossil fuels drops as a result of improved efficiency. SC 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ies

fossil
energy

renewable
energy

그림 3-4

time

자료: BMWi(2016), p.26

향후에 부문결합은 독일의 전력수요를 현저히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2030년 이후에는 수송 부문 전력화와 건물 부문 열 공급 증가에 따른 전
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전력생산은 전적으로 재
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58)
58) BMUB(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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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향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의 소비량을 전력으로 대
체하려고 하는데, 특히 고효율 히트펌프와 전기차의 필요 전력량이 상대
적으로 적기 때문에 난방 및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59) 산업 부문의 전기보일러와 수전해 등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원 전력이 저렴하게 공급
되거나 잉여 재생에너지 전력이 발생하는 경우(출력제한, curtailment)
에 사용된다. 이러한 전력화 부문결합 기술은 Power-to-X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60)

표 3-9

부문결합(sector coupling) 기술
가정

수송

산업

대규모 열펌프,
전기 보일러

-

전기 보일러,
히팅 패널(heating
panel) 등의 공정 열
생산

난방용 보일러 및
CHP 발전소의 연소

난방용 보일러 및
CHP 발전소의 연소

연료전지용 엔진,
가스터빈

공정 열 발전,
원료(material)로
사용

P2L
(Power-to-Liquid)

난방용 보일러에서
연소 가능

-

열기관(Combustion
engine), 터빈

원료(material)로
사용

직접 전력사용

-

-

전기차, 철도수송,
트롤리 트럭

-

P2H
(Power-to-Heat)

열펌프,
직접전기난방
(direct electric
heating)

P2G
(Power-to-Gas)

열 네트워크*

주: 열 네트워크는 열 발생원으로부터 다양한 열 수요처로 열을 전달하는 시스템
자료: BMWi(2016), “Green paper on energy efficiency.”

59) BMWi(2016).
6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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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ora Energiewende의 2050년 탄소중립전략61)
Agora Energiewende(이하 ‘Agora’)는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는 싱크탱크 기관이다. Agora에서는 독
일 연방정부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기 이전인 2020년
에 이미 2030년 목표를 65%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며, 독일의
2050년 순무배출 달성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였다.62)

표 3-10

Agora Energiewende의 2050년 탄소중립전략(2018~2050년)

전략기간

2018~2030년
(‘90년 대비
65%감축)

2030~2050년
(‘90년 대비
100%감축)

부문

내용

에너지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원 발전 70%, 탈탄소화 지역난방, 수소보급

수송

전기차 1,400만대, 화물차의 30% 전기차,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철도

산업

직접환원철(Direct Reduced Iron, DRI) 도입,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쇄, 수소보급

건물

연간 환경친화적 건물 개조율(green retrofit) 1.6%, 히트펌프 6백만 대, 지역난방 확대

농업

비료 감소, 가축 감소, 분뇨 발효

산업

고온용 수소 및 바이오매스, 철강용 수소, 화학 재활용, 공정배출용 CCS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발전, 화석연료를 수소로 대체, 무배출 지역난방발전

수송

여객선 전력화, 무배출 화물차, 대중교통 확대

건물

2050년 생활공간의 90%가 환경친화적(green), 효율적 건물 개조 및 기후중립적인 열
생산으로 완전한 전환

농업

비료 감소, 가축 감소, 분뇨발효

흡수원

BECCS, DACCS 및 친환경 폴리머로 잔류배출량을 상쇄

자료: Agora Energiewende(2020). Towards a Climate-Neutral Germany by 2045

Agora의 탈탄소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를 위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지하고,63)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할 재생에
61) Agora Energiewende(2020). Towards a Climate-Neutral Germany by 2045.
62) Agora(2020).
63) 2020년 실제 제정된 독일의 탈석탄 법에서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목표로, 2022년
말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폐쇄하도록 함. 이광빈(2020.07.04.), 독일 ‘탈석탄 법’통과....2038년
까지 석탄화력 폐쇄.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170600082 (검색일: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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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와 수소 보급을 확대한다(Agora, 2020).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
급 확대와 여객선 및 화물차까지도 전력화하며,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Agora, 2020).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에서
의 감축을 위해 직접 환원철 도입 및 철강용 수소, CCS 등의 활용이 제
안되었다(Agora, 2020). 즉 2050년 독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무탄소 및 저탄소기술 보급의 가속화 등 보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transi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Agora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까
지 1990년 배출량 대비 6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95%를 감축한
다. 나머지 5%는 BECCS, DACCS, 친환경 폴리머 등의 탄소 흡수원을
통해 탄소중립이 달성된다.

제5절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프랑스는 2015년 8월 17일에 제정된 “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 Act no.2015-992”에 의해 국가저탄소전략(National LowCarbon Strategy)을 수립하여 2050년 장기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프
랑스의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전략이다. 해당 전략을 바탕
으로 2016년 12월 28일에 LEDS을 수립하여 UNFCCC에 제출했으며,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75%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할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목표와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에 프랑스는 자국 영토에서의 산업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제품의 수입과 수출에 포함된 온실가스를 감안
할 경우에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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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17년 7월에 기후계획(climate plan)에 의거 2050년까지 탄
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탄소중립
(Climate Ambition Alliance, 2019. 12)을 선언했다. 이어서 탄소중립
을 반영한 장기저탄소전략을 2020년 3월에 완성하고, 이를 2021년 2월
8일에 UN에 제출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5년 단
위의 탄소배출허용총량(carbon budget)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
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탄소배출허용총량은
단기와 중기로 수립하고 있는데, 2016년에 UN에 제출한 장기 저탄소발
전전략에서는 탄소배출허용총량을 2028년까지 설정했으며, 2021년에
UN에 제출한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에서는 탄소배출허용총량을 2033년
까지로 설정했다. 2021년에 UN에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2030년 감축
목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
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2050년까지 농업 부문을 비롯한 제조업과 기
타 부문에서 약 8,000만CO2톤의 배출량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배출량은
주로 산림, 목제품, CCS, 기타 토지를 이용하여 흡수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탄소중립 달성 전략은 첫째, 기본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모두
탈탄소화하여 에너지는 바이오에너지(농업 및 목재 부산물, 산림에너지
등), 자연으로부터의 열(지열에너지, 히트펌프 등), 무탄소 전력 등으로
공급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대폭 감소하며(2015
년 대비 40% 감축), 둘째,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감축하고(농업 부문은 2015년 대비 2050년까지 40% 감축, 공정배출은
절반수준으로 감축)하며, 마지막으로 흡수 능력을 두 배 이상 증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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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프랑스 탄소중립 목표

Emissions et puits annuel en M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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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rance(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Mar.2020.), “National Low Carbon Strategy.”

2. 추진 전략64)
1) 탄소배출허용총량(carbon budget) 설정
프랑스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11

프랑스의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부문

추진전략

수송 부문

∙ 국제배출권거래제도와 EU ETS를 적극 활용, 저탄소 자동차 개발 촉진을 위한 탄소가격 신호 설정
∙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목표는 4리터/100km, 전기자동차의 연비 목표는 2050년에 12.5KWh/
100km로 강화하고, 중형 자동차의 연비는 2015년 대비 40% 강화된 21리터/100km
∙ 저탄소 수송수단을 활성화, 승객용과 화물용 수송수요의 증가 제한

건물 부문

∙ 가격신호와 온실가스 기준 설정을 통해 2050년까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건물 개조율 확대
∙ 여름철 에어컨 사용 효율화, 고효율의 단열 달성, 재생에너지와 건축자재 사용 등의 관련 규정 설정을 통해
신축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진

64) 이절의 내용은 France(2020.3), National Low Carbon Strateg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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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부문

추진전략

농업 부문

∙ 아산화질소(N2O) 감축을 위해 질소 투입을 줄이고 질소 사이클을 최적화하며, 가축사료의 과영양분
(protein)을 감소시키며, plant protein autonomy를 개발
∙ 메탄(CH4) 감축을 위해 가축 분뇨관리 개선, 가축관리와 장내발효 감축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메탄, 목재에너지, 액체 바이오연료, 태양광, 풍력 등)를 증대시키고, 무탄
소 에너지생산 개발

산림 부문

∙ 목재 수확을 증가(2026년까지 연간 12백만m3, 이후 0.8백만m3의 속도로 목재 수확)시켜 목재 수확품의
탄소 저장능력과 대체효과를 극대화
∙ 건물에서의 목재 수명을 연장, 목제품 재사용 확대

산업 부문

∙ 공공 및 민간 재정기구를 통한 저탄소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원
∙ CCUS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공정배출 감축
∙ 에너지효율을 개선(2050년까지 20∼40% 개선), 산업부문의 70% 이상 전력화, 폐열 회수
∙ 제품 생산단계에서의 자원 낭비 감소 등의 순환경제 활성화

∙ 에너지효율과 저장에 관한 연구개발, 지능기기 도입과 인지개선을 통한 에너지·사용 감소,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행동변화 유도를 통한 전력 사용 및 에너지 사용 감소
에너지 부문
∙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무탄소 열, 바이오매스, 무탄소 전력)를 개발하여 에너지를 탈탄소화하고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
폐기물 부문

∙ 생산 증진(에코디자인, 재사용 물질의 사용), 소비행태 변화(재사용 및 수리 시설 확대, 제품의 수명 연장),
폐기물 관리(폐기물 분류, 재사용 및 회수 증진), 이해관계자 활용

자료: France(Mar.2020.)

앞서 설명했듯이, 프랑스는 5년 단위의 배출허용총량(carbon budget)
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제1차 배출허
용총량 기간은 2015∼2018년이며, 최근에 2029∼2033년 동안의 제4차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제4차 배출허용총량(3억CO2톤, 산림 부문 제
외)은 1990년 배출량(5억 4,600백만CO2톤, 산림 부문 흡수량 제외) 대
비 45%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산림 부문의 흡수를 포함하는 경
우에 제4차 배출허용총량(2억 5,800백만CO2톤)은 1990년 배출량 대비
50% 낮은 수준이다.65)

65) France(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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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프랑스의 탄소배출허용총량(carbon budget)

Mean annual emissions
(in Mt CO2eq)

Baseline years

2nd carbon
budget

3rd carbon
budget

4th
carbon budget

Period

1990

2005

2015

2019-2023

2024-2028

2029-2033

Total(excluding land sector)

546

553

458

422

359

300

Total(including land sector)

521

505

417

383

320

258

398

357

Carbon budgets adopted in 2015
(excluding land) - adjsuted in
2019 (for reference)
자료: France(Mar.2020.)

그림 3-6

프랑스의 1990∼205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배출허용총량

Annual emissions and sinks in M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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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rance(Mar.2020)

프랑스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단위에서는 모든 공공정책
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서 국가 단위의 정책과 지역 단위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도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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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국내 생산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수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온실가
스 배출량까지 고려하여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집약도(carbon footprint)
를 개선할 계획이다.

2) 수송 부문
수송 부문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 비중(2015년에 30%)
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 배출량 대비 2030년
까지 28%, 2050년까지 무배출 수준(400만CO2톤) 달성으로 설정되었다.
항공교통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배출권거래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와 EU
ETS(Emissions Trading System)를 적극 활용하고, 저탄소 자동차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가격 신호를 설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자동차 부문의 의욕적인 연비 목표와 에너지소비량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목표는 4리터/100km, 전기
자동차의 연비목표는 현재의 17.5KWh/100km에서 2050년에 12.5KWh/
100km로 강화하고, 중형 자동차의 연비 목표는 2015년 대비 40% 강화
된 21리터/100km로 설정하였다. 2040년까지 모든 경량 자동차는 무탄
소를 달성하고, 모든 선박은 저탄소 기술(배터리, 바이오연료, 수소, 항해
등)로 전환하여 2050년까지 무탄소를 달성하며, 항공교통은 2050년까
지 화석연료의 5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한편 수소 및 전기항공기
를 개발한다. 또한 승객용 수송수요를 2015~2050년 동안에 26% 증가
로 제한하고 화물용 수송수요도 동 기간에 40% 증가로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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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프랑스의 1990-2050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CO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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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issions used for the year 2015 are these of the CITEPA SECTEN 2018 inventory.
Does not take into account “incompressible” residual leakage of gases (flurarinated gases, renavatie gases) and residual emissions from domestic or transport

자료: France(Mar.2020.)

3) 건물 부문
건물 부문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비중(2015년에
19%)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9%, 2050년까지 거의 무배출 수준(500만CO2톤)을 달성하
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격신호와 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하여 2050년
까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건물 개조율은 현재의 5년 단위인 연간
50만호에서 장기적으로는 70만호를 개조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을 40% 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여름철의 에어컨 이용 효율 향상, 고효율 단열, 재생에너지 및 대체재
료 사용 등의 규제 설정을 통해 신축 건물의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과 온
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며, 각 기기의 에너지효율을 2050년까지 15∼60%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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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프랑스의 1990∼2050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CO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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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rance(Mar.2020.)

4) 농업 부문
프랑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015년에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배출량 대비 2050년까지 46% 감축할 계획이다. 비에너
지 부문의 배출량은 2015년 대비 2030년까지 17%, 2050년까지 38%
감축할 계획이다. 농업 부문 배출량의 45%는 메탄(CH4), 43%는 아산화
질소(N2O)가 각각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
소비와 무관하기 무배출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非) 에너지
부문의 아산화질소(N2O) 감축을 위해서는 질소 투입을 줄이고 질소 사
이클을 최적화하며, 가축사료의 과영양분(protein)을 감소시키며, ‘plant
protein autonomy’를 개발할 계획이다. 메탄(CH4) 감축을 위해서는 가
축 분뇨관리를 개선하고, 가축의 장내발효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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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프랑스의 1990∼2050년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CO2톤)

100
Agriculture: 19% of national
emissions in 2017

90
80

1990
94 MtCO 2eq

2015*
89 MtCO 2eq

70
-5% between 1990 and 2015*

2030
73 MtCO 2eq

60
50

-18% by 2030
compared to 2015*

40
30

2050
48 MtCO 2eq

Past emissions (SECTEN 2018)
Past emissions (SECTEN 2019)

20

“Trend-based” scenario (with exostomg measures)

-46% by 2050
compared to 2015*

Revised SNBC scenarion (carbon neutrality)

10

1st Indicative sectorial carbon budget adopted in 2015
3 next sectorial carbon budgets with revised SNBC

2050

2048

2046

2044

2042

2040

2038

2036

2034

2032

2030

2028

2026

2024

2022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2008

2006

2004

2002

2000

1998

1996

1994

1992

1990

0

* The emissions used for the year 2015 are these of the CITEPA SECTEN 2018 inventory.

자료: France(Mar.2020.)

또한 에너지 부문의 무배출 온실가스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소비량
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메탄, 목재에너지, 액체 바이오연료, 태
양광, 풍력 등)를 증대하고, 무탄소에너지의 생산을 증대하며, 산림농업
(agro-forestry), 생산방식 변경 등을 통해 농업 부문의 대기 중 온실가
스 방출을 감소할 계획이다(방출량은 2015년에 9백만CO2톤). 또한 음식
수요의 변화, 지속가능한 제품 소비 지향, 음식물 쓰레기 감소 등을 유도
할 계획이다.

5) 산림 부문
산림-목재-바이오 부문은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흡수할 뿐
만 아니라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이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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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프랑스정부는 토양을 포함한 산림생태계의 탄
소 흡수 능력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의 적응을 향상시키는 산
림관리를 통해 산림생태계의 탄소저장과 포집능력을 유지하며, 조림 면
적을 확대하고 벌목을 감축할 계획이다. 목재 수확을 증대(2026년까지
연간 1,200백만m3, 이후에는 80만m3의 속도로 목재 수확)하여 목재 수
확물의 탄소 저장능력과 대체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유
지하며, 또한 건물의 목재의 수명을 연장하고, 수명이 긴 목재 생산을 3
배 증대시키며, 목제품의 재사용을 확대하고 수명이 다한 목제품으로부
터 에너지 회수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6) 산업 부문
프랑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15년에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무배출이 어려운 부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015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5%, 2050년까
지 81% 감축(배출량은 1,600만CO2톤)으로 설정하였다. 산업 부문 배출
량의 84%가 EU ETS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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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프랑스의 1990∼2050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CO2톤)

180
Industry: 17% of national
emissions in 2017

-44% between 1990 and 2015*

160
140
120

-35% by 2030
compared to 2015*
1990
144 MtCO 2eq

2015*
81 MtCO 2eq

100

-81% by 2050
compared to 2015*

80
60

2050
16 MtCO 2eq

Past emissions (SECTEN 2018)
Past emissions (SECTEN 2019)

40

“Trend-based” scenario (with exostomg measures)
Revised SNBC scenarion (carbon neutrality)

20

2030
53 MtCO 2eq

1st Indicative sectorial carbon budget adopted in 2015

2050

2048

2046

2044

2042

2040

2038

2036

2034

2032

2030

2028

2026

2024

2022

2020

2018

2016

2014

2012

2010

2008

2006

2004

2002

2000

1998

1996

1994

1992

0

1990

3 next sectorial carbon budgets with revised SNBC

* The emissions used for the year 2015 are these of the CITEPA SECTEN 2018 inventory.

자료: France(Mar.2020.)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수단을 통해 산업 부문의 저탄소 생산 시스템
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탄소누출을 방지하
고 기업들이 경제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획기적인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작하여 공정배출을 감축
(2050년까지 60% 감축)하거나 나아가 무배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CCUS
기술을 통해 2050년까지 1,500만CO2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을 크게 개선(2050년까지 20∼40% 개선)하고, 무탄소 에
너지를 사용하며, 산업 부문의 70% 이상을 전력화하고, 바이오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폐열을 회수(2030년까지 100도 이
상의 폐열을 연간 100TWh 회수 목표)할 계획이다.
제품에 재사용 재료 사용을 최적화하고(2050년에 철강, 알루미늄, 플
라스틱, 유리, 종이의 재사용률을 80%로 향상), 제품 생산 단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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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낭비를 감소시키는 등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료 수요를 감소
시킬 계획이다.

7) 에너지 생산 부문
프랑스 에너지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015년에 10%를 차
지하고 있으며, 2015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3% 감축하고 2050년
까지 거의 무배출(200만CO2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생산 부문 배
출량의 74%가 EU ETS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림 3-11

프랑스의 1990∼2050년 에너지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CO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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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issions used for the year 2015 are these of the CITEPA SECTEN 2018 inventory.
Ecludes residual emissions from fossil fuels for aviation and marine transport and residual leakage, including methane.

자료: France(Mar.2020.)

에너지효율과 저장에 관한 연구개발과 효과적인 기술보급을 통해 에
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지능기기 도입과 인지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전력 사용과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90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에너지(무탄소 열, 바이오매스, 무탄소 전력)를
개발하여 에너지를 탈탄소화하고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열
과 냉방 네트워크의 수요와 잠재력을 파악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한 이
슈(생물다양성, 자원, 경제 및 환경 여건)를 고려하여 바이오매스의 생산
량을 2.5배 증대할 계획이다.
미래의 가스와 열 네트워크에서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의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8) 폐기물 부문
프랑스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015년에 3%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7%, 2050년까지 66% 감축
할 계획이다.
친환경디자인(eco-design)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를 통해 생산자의 설계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
고, 순환경제와 제품 재사용과 소비자의 수리를 통해 일인당 폐기물 발생
량을 2050년까지 20% 감축할 계획이다. 배출단계에서 폐기물 분류 및
특성 파악, 폐기물 회수 증진, 재사용·리사이클·회수 등을 통한 폐기물
관리 개선, 열병합발전과 혼소 및 폐열 회수를 통해 폐기물이 매립되는
비중을 2050년까지 90% 이상 감축하고 에너지 회수를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저장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폐수회수 및 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생산 증진(에코디자인, 재사용
물질의 사용), 소비행태 변화(재사용 및 수리시설 확대, 제품의 수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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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폐기물 관리(폐기물 분류, 재사용 및 회수 증진), 이해관계자 활용으
로 축약된다.

그림 3-12

프랑스의 1990∼2050년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CO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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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rance(Mar.2020.)

제6절 영국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개정(2019년 6.27일)
하여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이를 법제화하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기 이전에, 법적 독립
위원회인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의
순무배출 보고서를 통해 미리 2050년 탄소중립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추정 비용을 도출하는 등 목표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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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제시하였다. 이후 기후변화위원회의 주도로 2050년 탄소중립이 법
제화되었다.
영국정부는 탄소중립 선언 및 법제화 이후 자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담은 갱신된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은 2020년 12월, ‘에너지백서(Energy
White Paper 2020)’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구체
적인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에너지백서는 영국정부가 2020년 11월에
발표한 녹색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분야(Ten point plan)의 실
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저탄소 기술과 시스템 및 공정
의 상용화를 가속화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
적으로 한다.66)

2. 추진 전략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영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
한 최종에너지 사용량을 전망하였는데, 화석연료 사용은 대폭 감소하고,
이를 대체할 전력 및 수소의 수요는 각각 594TWh, 270TWh로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CCC(2019)). 이는 2017년 수요량 대비 각각 2
배와 10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2050년에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주요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져 최종 에너지 수요의 절대량은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67)
66) 녹색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분야로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전기차, 대중교통·자전거·도보, 탄소
순무(無)배출 항공 및 선박, 친환경 건물, 탄소저장, 환경, 혁신 및 녹색금융을 선정함(BEIS(2020a)).
67) 영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본문의 전체 장은 영국 사업·에너지·산업 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Industrial Strategy, BEIS)가 2020년 12월 발표한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
2020)”을 기반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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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영국 2050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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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EIS(2020b), p.9, CCC(2019)

1)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
영국의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은 비즈니스·에너지·
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에서 2017년 발표한 저탄소 전략이며, 2018년 영국의 장기 저탄소
전략(LEDS)으로 수립되어 UNFCCC에 제출되었다. 해당 전략은 2020년
대까지 영국의 경제 전 부문에서 탈탄소화에 대한 내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적 공약을 충족하면서 영국 전역이 저탄소 기회로부
터 혜택을 받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정성장전략은 2050년
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을 목표로 전력, 산업, 가
정, 수송, 산림 및 농업 부문에서의 저탄소 전략을 제시한다.68)

68) BEIS(2017). “Clean Growth Strategy.” Policy pap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clean-growth-strategy (검색일: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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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영국의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

부문

세부 조치

전력

◦가정 및 상업용 전력 비용 절감
∙ 스마트 시스템 계획(smart systems plan) 이행: 유연한 에너지 소비 가능, 2050년까지 최대 400억£ 절약 가능
∙ 경쟁, 합동, 시스템 혁신 통한 비용절감 위해 더 많은 Independent system operator 위해 Ofgem 및
National Grid와 공조
∙ Ofgem이 전체 시장에 기본 관세 및 표준 변수에 대한 상한 부과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법안 초안 발표
◦25년까지 석탄 발전 점진적 폐지 및 신규 원자력 도입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시장 개선: Contract for Difference auctions에 5.6억£ 추가
◦전력 부문 총 탄소 가격 목표화: 톤당 총가격의 명확성
◦전력 부문 혁신 위해 공적 자금 9억£ 투자
∙ 전기 저장 비용 절감 및 혁신적 수요관리 기술 향상 등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에 2.65억£ 투자
∙ 미래 핵연료, 핵 제조 신기술, 재활용 및 재가공, 향상된 원자로 디자인 등의 원자력 관련 지원에 4.6억£ 투자
∙ 해상 풍력 터빈 날개 기술 및 토대 관련 혁신 포함 재생에너지 비용 추가적 절감 위해 1.77억£ 투자

산업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 기축 및 신축 상업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임대 상업 건물 에너지 최저효율 기준 상향 조정 상의, 사업체
에너지사용 측정 및 보고 요구조건 간략화, 대기업 에너지 소비 및 비용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제도 구축
◦탈탄소화 및 에너지효율 행동 공동 계획 마련: 7대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 대상
◦CCUS 기술 선도적 역할 수행: 비용 절감 위해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 및 CCUS와 산업 혁신에 1억 파운드 투자
◦온실가스 제거 기술, 화석연료 난방 설치 단계적 폐지, 산업공정 열 재생 지원
◦에너지, 자원 및 공정 효율 연구 및 혁신 위해 1.62억 파운드 공적 자금 투자: 저탄소 연료 전환 촉진에 2천만
파운드 포함

가정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 약 백만 개의 주택 업그레이드 및 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확대 위해 2028년까지 약 36억파운드 지원
∙ ‘30년까지 연료빈곤주택 및 ’35년까지 가능한 많은 주택이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EPC) Band
C 되도록 지원
∙ 개인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개선, 건축법규 하 기축·신축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스마
트계량기 보급
◦저탄소 난방 보급
∙ 난방 네트워크 구축 및 영국 전역으로 확대, 신규 설치 120만개의 보일러에 대한 기준 향상 및 제어기기 설치
필수화
∙ 현재 공공 가스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기축·신축 주택의 고탄소 화석연료 난방 설치 2020년대 중으로 점차적 폐지
∙ 2016∼2021년 45억 파운드 지원 등 Renewable Heat Incentive(재생열인센티브) 개혁 통해 저탄소난방
기술혁신 지원
◦가정 부문 혁신에 약 1.84억 파운드의 공적자금 투자: 저비용 저탄소 주택 위한 난방·에너지효율 기술 혁신
프로그램 등

수송

◦저탄소 수송으로의 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전통적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 및 승합차 신규 판매 중지
∙ 초 저공해 차량(Ultra low emission vehicles ULEV) 이용율 지원 위해 10억 파운드 예산
∙ 전기차 충전네트워크 개발: 충전인프라 지원 위해, Highways England의 1천5백만파운드에 8천만 파운드
추가 투자
∙ 저배출 택시 및 버스 보급 확대 가속화, 플러그인 택시 프로그램 5천만£ 제공(신규 ULEV택시 구매비용
7,500£ 할인+지역 택시충전소 지원에 1천4백만£)
∙ 구형 버스 개조 및 신규 저공해 버스 지원 위한 국가프로그램에 1억£ 제공
◦자동차 부문딜(Automotive Sector Deal) 개발 위해 산업계화 공조, 도로 화물수송의 철도수송 전환
◦단거리 이동에 사이클링 및 걷기 활성화 위해 12억£ 투자
◦저탄소 수송 기술 및 연료 혁신에 공적자금 8.41억 투자: 전기 배터리 디자인·개발·제조 선도 위해 2.46억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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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계속

부문

세부 조치

◦잉글랜드 산림의 뉴 네트워크 수립: 삼림지대 및 농지 신규 조성, 1천백만개 나무 심기 지원의 차원에서 대규모
산림조성 지원
산림 및
◦2050년까지 방지가능 폐기물 제로화, 폐기물 매립지로부터의 배출관리 혁신, 이탄지대(peatland) 지원(1천
농업
만£ 자금보조)
◦농기술, 토지사용, 온실가스 제거기술, 폐기물 및 자원효율성 위한 연구 및 기술 혁신에 약 1억파운드 투자
◦녹색금융(Green Finance) 역량 개발: 녹색 금융 TF 설립, 자발적 녹색 지속가능 금융 관리 표준 규정 및 높은
에너지효율 건물 대상 녹색 담보대출 상품 개발, 신 청정 기술 초기투자펀드 지원 위해 2천만 파운드까지 제공
범부문적
핵심 정책 ◦UK 탄소가격제 Carbon Price Support (CPS) 도입 통해, EU 배출권거래제의 낮은 가격(낮은 감축 인센티브)
보완
자료: BEIS(2017), “Clean Growth Strategy”을 기반으로 작성

2) 에너지백서 2020: CCUS, 청정수소69)
앞에서 언급한 영국정부의 에너지백서 2020에 따르면, 산업 부문에서
의 주요 탈탄소화 기술로는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과 청정수소
(clean hydrogen)가 있다. 이는 영국의 녹색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분야에 포함되며,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 2030년까지
최대 6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CCUS는 대표적인 에너지집약 산업인 철강, 시멘트, 정유·화학 산업
등 중공업(heavy industry) 분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고, 청정수
소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영국정부는 2025년까지 최대 10억 파운드를
투자해, 산업 클러스터 두 곳에 CCUS를 설치하며, 2030년까지 연간 10
백만tCO2를 포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CCUS 설비보급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반면 해당 비용이 저탄소 제품의 가격 프리미엄을 수반하지 않
기 때문에 투자 지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메커니즘이 요구된다.

69) BEIS(2020b), “Energy White Paper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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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란 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이용해서 생산한 그린수소, 산
업공정에서 발생한 부생수소, 그리고 화석연료에서의 추출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및 활용한 블루수소 등을 총칭한다.70)
청정수소는 중공업(heavy industry), 전력생산, 난방열, 장거리 수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영국정부는 2030년까지 5MW의 저
탄소 수소생산 용량을 확보하며, 넷 제로 수소기금(Net Zero Hydrogen
Fund) 구축을 통해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총 24천만 파운드를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3) 에너지백서 2020: 수송 부문 전력화71)
영국정부는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전기차를
선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및 화물차(vans) 등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점차적으로 중단할 것임을 밝
혔다. 또한 2035년부터 모든 신형 자동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 없으
며, 따라서 2030년에서 2035년까지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신형 자
동차는 플러그인 혹은 완전 하이브리드(full hybrids)와 같은 상당한 무
배출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수송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여 100% 무배출 차량 운
행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국정부는 전기차 충
전소(charge points) 보급, 무배출 혹은 초저배출(ultra-low) 자동차 보
급 확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등에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송 부문 저

70) 산업통상자원부(2021).
71) BEIS(2020b), “Energy White Paper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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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전략을 위한 예산으로, 영국 전역의 가정, 회사, 도로 등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약 13억 파운드, 무배출 또는 초저배출 자동차 구매보조
금에 약 58.2천만 파운드, 전기차 배터리 및 기타 기술 개발과 대량생산
에 2020년부터 향후 4년 동안 약 5억 파운드를 각각 편성하였다.
일반 자가용 외에 장거리 화물차량인 중장비(Heavy Duty Vehicles,
HDVs) 차량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영국은 비용
효과적이면서 무배출 수소 및 기타 무배출 기술의 중장비 차량 개발을
위해 관련 산업에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의 탈탄소화
를 위해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는 국가버스전략(National
Bus Strategy)을 통해 버스 운행 빈도, 요금, 노선, 그린버스 등에 대한
계획을 제공하며, 그 밖에 철도교통에서의 탈탄소화를 위해 철도의 전력
화(electrification), 항공 및 해양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지속가능
한 항공연료 생산 부문에 투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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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제1절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
제2절 중국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총
회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
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은
주요 서방 국가들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더 탄
소배출이 증가하는 중국에게 앞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보다 더 커다란 사
회·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EU 국가들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
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비록 서방
국가들보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연도를 10년 정도 더 연장하였지만, 탄소
배출 감축은 서방보다 더 빠르고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
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건
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중국의 탄소중립 발표를 크게 환영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중국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협상과정에서 그동안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중국정
부는 UN 기후변화 협상에서 탄소배출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너지 관련 발표자료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이 서방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2060 탄소
중립 실현 발표 이후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이행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아직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에너지 공기업 산하 경제에너지 연구
기관들이 최근에 발표한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중국의 각
부문별(에너지, 산업, 수송, 등), 그리고 시기별(2030년, 2060년 등)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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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출 감축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앞 장에서 살펴본 서방 국가들과
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중국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한계
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앞 장에서 IEA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수소에너지와 CCUS의 기술개발 및 보급이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바, 중국의 수소에너지 및 CCUS 기술개발 현황과 정부의 추진
전략을 살펴보았다.

제1절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
1. 중국의 국제사회에 2060 탄소중립 실현 선언
중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이며, 중국
이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면 지구온난화 경로를 약 0.2~
0.3℃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72) 2020년 12월 UN 기후행동정상
회의(2020 Climate Ambition Summit)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파리협
약 체결 이후 제시한 이행목표보다 좀 더 상향된 2060 탄소중립 실현을
감안한 NDC 목표를 발표하였다. NDC 상향목표의 주요 내용은 2030년
까지 배출 집약도를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1차 에너지소비에서 비
화석에너지 비중 25% 달성,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총 설비용량 1,200GW
확대 등이다.73) 그러나 이렇게 상향된 NDC 목표 및 관련 정책은 아직
UNFCCC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중국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
고, 중국은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계
72) ECIU(2021b); Climate Action Tracker(2020).
73) ECIU(2021b); 에너지경제연구원(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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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2021년 4월, 중국은 미국과 함께 ‘미-중 기후위
기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양국은 COP26 이전에 탄소중립 장
기 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대 부문별 감축상세방안을 논의할 것을 계
획하였다.74) 또한 국내적으로도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및 2060 탄소
중립 실현을 중·장기 사회경제발전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규획’)
에는 장기 목표로 2060 탄소중립과 경제구조의 청정화 및 현대화가 명
시되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5개년) 실행계획(action plan)
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2021년 10월 초 현재까지 ‘14.5에너지규획’은 발
표되지 않았지만(2021년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 에너지 부문에 206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중기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중국 NDRC
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와 에너지 연구기관들은 중국경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연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월 말
에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과 중국 NDRC 산하의 에너지연구소
(Energy Research Institute, ERI)가 공동 개최한 에너지 전문가 워크
숍에서 ERI 연구자는 2019년부터 중국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
오 작업을 해왔고, 에너지 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75) 그리고 칭화대학교의 기후변화·지

74) 에너지경제연구원(2021.5.3.).
75) 한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KEEI-ERI Expert Workshop(2021. 9. 27. 화상회의)
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이번 워크숍에는 ERI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연구하는 Dr.Kejun Jiang
과 Dr.Songli Zhu, 그리고 본 연구의 중국 참여자인 Dr.Hongyuan Yu(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이 참여하였음. ERI(Energy Research Institute)는 중국 NDRC 산하 국책에너지연구기관임. 동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했던 Dr.Jiang의 연구논문 Jiang, Kejun. et.al.(2021). “Transition of the Chinese
Economy in the Face to Deep Greenhouse Gas Emissions Cuts in the Future.”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2021.Vol. 16. pp. 142~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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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발전연구소도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연구해서 2020년 10월에
발표하였다.76) 그러나 이들 2개 기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일단, 시진
핑 주석의 2060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연구·작성된 것이고, 탄소중립 이
행경로도 2050년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경제 전반이 아닌 에너지 부
문의 탄소배출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20년 말 시진핑 주석의 선언 이후에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
로 한 중국 에너지연구기관의 연구는 CNPC(국영석유가스기업) 산하 경
제기술연구원(ETRI)과 GEIDCO(글로벌에너지연계개발협력기구)에 의해
서 수행·발표되었다. CNPC-ETRI는 석유가스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이
고, GEIDCO는 국가전망공사(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SGCC)
의 연구 인력과 자료의 지원을 받는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이들 연구기
관에서 발표된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 공급구조와 전력구조
의 단계별(2030년, 2050년, 2060년) 변화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 및 조치들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CNPC-ETRI와 GEIDCO의 206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탄소중립 실현의 한계와
과제를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77)
76) 중국 칭화대는 2020년 10월에 ‘중국 저탄소발전전략 및 전환방법 연구보고서(China’s Low-Carbon
Development Strategy and Transformation Pathways)’를 발표하며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을 제
시하였음. ECIU, 2021b; Jiankun, He(Oct.12, 2020), “Launch of the Outcome of the Research on
China’s Long-term Low-carbon Development Strategy and Pathway.” Institute of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singhua University.참조. 해당 보고서에서는 2030 NDC 유지,
NDC 상향, 2℃ 시나리오, 1.5℃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을 비교하였음(에너지경제연구원(2020. 12. 21.).
77) CNPC-ETRI의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于宏源, 张潇然, 汪万发(2021). 拜登政府的全球气候变化领导
政策与中国应对. 国际观察 2021年第 2期, CNPC_ETRI, 그리고 GEIDCO의 시나리오는 全球能源互联网
发展合作组织(GEIDCO)(2021. 3). 中国2030年能源电力发展规划研究及2060年展望, 中国2030年前碳达
峰研究报告, 中国2060年前碳中和研究报告을 참조하였음. 그리고 이하에서 설명되는 중국 2060 탄소중
립 이행 시나리오는 상기 2개 자료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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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에너지 전문기관의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CNPC-ETRI와 GEIDCO의 탄소중립78)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제
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은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
능한 경제발전의 통합, 시장 중심과 정부정책 주도의 통합, △단기목표와
장기계획의 통합, 그리고 △전체 상황과 핵심 이슈의 통합 등이다. 단계
별로는 먼저 조속한 탄소배출 정점에의 도달,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탄
소배출 감축,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전면적 탄소중립 실현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크게 에너지소비 총량 감
축, 에너지/탄소집약도 감소, 탄소포집 증가, 국가 간/지방 간 연계망 확
충, 수소에너지 공급 확대, 탄소 부(-) 배출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에너지소비 총량 감축은 산업구조 조정과 에너지효율 제고를 통해서, 에
너지/탄소집약도 감소는 청정화와 전력화를 통해 각각 달성된다. 또한
중･단기에 기술적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어려운 부문에서는 수
소에너지 및 CCUS 기술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탄소배출
을 크게 감축시킨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증대에 따른 전력망
운영의 불안정성과 기풍·기광 문제 해결을 위해 성·지방 간 그리고 주변
국 간 전력망 연계를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탄소 네거티브 배출 증가는
토지 이용변화 및 임업, 공기 중 직접 탄소포집(Direct air capture,
DAC), 바이오에너지+CCS(BECCS)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78) 탄소중립 또는 net-zero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
서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임. 즉,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임. 중국 에너지 전문기관들이 추정한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탄소배출
량에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되는 탄소량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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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까지 탄소배출 감축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부문은 발전 부문
으로 석탄화력 발전에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대체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그다음은 산업 부문인데 화석연료에 의한 열 공급과
석탄에 의한 철강 및 시멘트 생산은 전력과 수소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
다. 세 번째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수송 부문인데, 전기차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CNPC-ETRI의 탄소중립 시나리오79)
CNPC-ETRI의 206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중국의 탄소배
출량은 2025년에 정점(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도달한 후에
2030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이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2050년에 약 24억 톤, 2060년에 거의 0톤).
2020년에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43%, 산업 부문
은 40%를 각각 차지한다.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2025
년 이전에, 그리고 전력 부문과 건물 부문은 2030년경에 각각 정점에 도
달할 것이다. 2060년에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각각 10
억 톤 미만이고, 건물 부문은 완전한 탈탄소화가 달성되며, 전력 및 기타
부문은 바이오연료 소비 증가와 CCS 기술 적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
하게 된다.

79) 于宏源, 张潇然, 汪万发(2021). 拜登政府的全球气候变化领导政策与中国应对. 国际观察 2021年第 2期,
CNPC_ETR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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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CNPC-ETRI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탄소배출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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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于宏源·张潇然·汪万发(2021), CNPC ETRI.

1차에너지 수요는 2035년에 정점에 도달한다(약 56억tce(39억toe).
2025년 이전에는 석탄생산 감소, 국내 석유·가스 개발 감소,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비화석에너지) 개발 촉진 등으로 친환경에너지가 1차에너지
수요 증가량을 충족시키며, 2025년 이후에는 수요 증가량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전력, 산업, 건물, 운송 부문에서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게
된다. 1차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를 보면, 2050년에 석탄 비중 12.2%,
석유 8.4%, 천연가스 13.9%, 원자력 9.2%, 수력 10.2%, 기타 재생에너
지 46.2%에 이른다.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은 2050년에 65.6%에 달하는데, 석탄 수요는
2025년부터 급감하여 2035년에 29억 톤, 2050년에 9억 톤까지 감소한
다. 또한 그때까지 사용되는 대부분의 석탄 이용설비는 탈탄소화를 위한
CCUS 기술·설비를 갖추게 된다. 석유 수요는 2025년경에 정점(연간 약
7억 3,000만 톤)에 도달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50년에 3억 1,000
만 톤(연평균 3.4% 감소)에 도달한다. 연료로서의 석유 역할은 줄어들지
만, 석유화학 부문과 항공 및 해상 운송 부문에서 여전히 유지된다. 천연가

106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스는 브리지 연료(bridge fuel)의 역할을 하면서 2040년에 약 550bcm
(billion cubic meter)으로 소비 정점(2020~2040년까지 연평균 2.8%
증가)에 이르게 된다. 특히, 가스화력 발전은 변동성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백업설
비(back-up capacity)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의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은 속도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이외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에너지 부문의 개방과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탄소배출권 시
장도 탄소배출 감축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현재는 탄소시장 규모도
크지 않고, 참여하는 기업도 많지 않아서 그 효과가 미미하지만,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으로 탄소시장의 역할이 계속 증대된다.
전력 부문의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전
력 비중이 2050년에 48.2%(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7.8%p 높음)에 이른
다. 비화석에너지 발전비중은 2035년에 53%, 2050년에 80%에 이르며,
2050년에 석탄 화력발전과 가스화력 발전설비의 약 85% 이상이 CCUS
기술·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2050년에 전력 부문은 탄소배출 제
로에 이르게 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과 기술개발은 발전
원가를 낮추어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풍력·태양광 등 비
수력 재생에너지의 설비규모는 2035년에 19억kW, 2050년에 35억kW
로 증가한다. 에너지 저장기술의 발달, 유연성 전원비중의 확대, 전력시
장 개편 등으로 비수력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에
6조 7,000만kWh에 달해서 전체 발전량의 52%를 차지한다.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은 2030년대까지 주로 에너지절약 및 효
율 관련 기술 및 설비 도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서비스업 및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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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집약도가 크게 상승
하여 2050년에 화석에너지 직접소비 비중이 35%에 이른다. 수소에너지
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열공급 및 제련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5~
2050년 기간 중에 연평균 3.2%씩 빠르게 감소하여 2050년에는 약 4억
8,000만 톤에 이른다. 이렇게 빠르게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운송 시스템
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화, 디지털화, 전력화, 네트워크
화, 그리고 공유화에 기반을 둔다. 기존 화석연료 차량은 전기 및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차량으로 교체되어 그 점유율이 2035년에 30%를 상회하
고, 2040년에 약 50%, 2050년에 약 80%에 이르게 된다.
건물 부문에서도 2030년대까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소비구조 최적
화에 의해 주로 탄소배출 저감이 이루어진다. 또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추세에 따라 건물 부문의 전력화 수준은 2050년에 65%에 이른다. 태양
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이 난방, 온수, 전기 생산 등에서 탈
탄소화를 주도하여 2050년에 건물 부문 총 에너지 소비의 약 22%를 차
지한다.

2) GEIDCO의 탄소중립 시나리오80)
GEIDCO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30년 이전에 탄소배출 정점 도
달,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 실현을 전제로 시기별로 3단계(~2030년,
~2050년, ~2060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80)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 中国2030年能源电力发展规划研究及2060年展望,
中国2030年前碳达峰研究报告, 中国2060年前碳中和研究报告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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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간(2020~2025년)에 연평균 GDP 증가율은 약 5.5%, 2025~
2030년에는 약 4.6%로 전망되었다. 2030년에 2차산업 비중은 37%(2020년
37.8%), 3차 산업 비중은 57.1%(54.5%)에 이른다. 인구는 2030년에 약
14억 6,0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에 2060년에 13억 3,000만 명으로
감소한다. 도시화율은 2030년에 68%, 2050년에 80%를 상회하는 것으
로 가정·전망되었다.
2단계 기간(2030~2050년) 동안 연평균 GDP 증가율은 약 3.5%,
2050년에 3차산업 비중은 63.2%로 전망되었다.
3단계 기간(2050~2060년) 동안에 연평균 GDP 증가율은 약 2.5%,
제조업은 전면적으로 첨단화, 녹색화, 지능화된다. 2060년에 2차산업 비
중은 30.5%, 3차산업 비중은 65.9%에 이른다.

표 4-1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주요 경제·에너지 지표 전망
2019년

2030년

2050년

2060년
13.33

인구(억명)

14.00

14.64

14.02

GDP(1조 위안)

99

169

338

435

1,2,3차 산업구조

7:39:54

6:37:57

4:33:63

4:30:66

도시화율

61%

67%

80%

83%

1차에너지 소비(억 tce)

48.6

60.0

60.0

59.0

전력소비량(조 kWh)

7.25

10.7

16.0

17.0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a)

표 4-2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배출량 및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전망

지표

현재 정책 지속 시나리오
2030년

탄소배출

탄소중립
에너지부문 배출량(억 tCO2)

2060년

2060년 이전 실현 불가능
115

82

중국 전체 연계망 기반
탄소중립 실현 경로
2030년

2060년

2060년 이전 실현
95.8

0

제4장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 109

표 4-2

계속

부문

에너지
전력
발전원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전력화율

지표

현재 정책 지속 시나리오

중국 전체 연계망 기반
탄소중립 실현 경로

2030년

2060년

2030년

소비총량(억 tce)

62

65

60

2060년
59

청정에너지 비중(%)

20

42

31

90
17.0

전력소비량 (조 kWh)

9.5

13.5

10.7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전력비중(%)

27

39

33

66

청정발전설비용량(억 kW)

14

41

26

77

청정발전설비 비중 (%)

47.6

78.1

67.5

96.0

산업부문(%)

27

38

34

54

수송부문(%)

5

15

11

81

건물부문(%)

43

53

49

79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a)

가) 1단계(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조기도달 단계)
탄소배출량은 2019년에 약 105억 톤이었으며, 이중 에너지 부문이
98억 톤으로 전체 87%를 차지, 그다음으로 철강 부문 17%, 수송 부문
9%, 건물 부문 8%, 건축자재 부문 8%, 화학 부문 6%, 기타 산업 부문
5%를 각각 차지하였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2019년에 석탄화력 발전
및 열 공급 부문에서 탄소배출의 44%, 석탄의 최종사용 부문에서 탄소
배출의 35%, 석유 부문에서 15%, 천연가스 부문에서 6%를 각각 차지
하였다.
2030년 이전(약 2028년 전후)에 탄소배출이 정점(약 109억 톤)에 도
달하고, 2030년에 탄소집약도(GDP당 CO2 배출량)는 2005년 대비 70%
감축한다. 1차 에너지수요는 2030년~2035년 동안에 정점(약 61억tce,
2030년 60억tce, 2025년 56억tce, 2019년 48억 6,000만tce)에 이른
다. 이후에 1차에너지 소비는 서서히 감소하여 2060년에 약 57억 t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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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이른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2030년에 40억 tce로 정점에 도달하
고,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한다(2019년 34억 5,000만tce, 2025년 38억
tce). 전력화율은 2030년에 33%에서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에
57%, 2060년에 66%에 이르게 된다.

GEIDCO의 1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전망
100%

60

80%

50
40

60%

30

40%

20

20%

10
0

2017

최종 사용부문 에너지소비(억 tce)

석탄
풍력

2020
석유
태양에너지

2030

2040

천연가스
원전
기타 재생에너지

2050
수력
청정에너지소비 비중

2060

0%

바이오에너지

70%

40

60%
50%

30

40%

20

30%
20%

10
0

10%
0
2017

2020

2030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소에너지
기타 재생에너지

2040
전기에너지
전기화율

2050
열에너지

청정에너지소비 비중

1차에너지소비(억 tce)

70

최종 소비에서 전기에너지의 비중

그림 4-2

2060
바이오에너지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a)

석탄 소비량은 2013년에 약 28억 톤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25년(발전용 석탄소비량이 정점도달)에 27억 6,000만 톤, 2030년에
25억 톤으로 감소하며, 석유 소비량은 2030년 이전에 정점(약 7억4,000
만 톤)에 도달한다.

제4장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 111

2020~2030년 동안 청정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양수발
전, 원자력, 바이오매스 및 기타, 수소발전) 소비는 연평균 8% 이상 증가
하여 1차에너지 소비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2030년에 31%까지 증가한
다. 2030년 이전에 전력사용량은 연평균 3.6% 증가하여 10조 7,000만
kWh에 도달한다. 2030년 전체 발전설비용량(38억kW)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용량 비중은 68%(25억 7,000만kW)에 이르며, 석탄화력발전 설비
용량은 10억 5,000만kW으로 감소한다. 석탄화력 발전용량은 202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빠르게 감소한다. 천연가스 발전용량은 주로 피크
조절용으로 사용되는데 80% 이상의 설비가 동·중부지역(동부연안 및 중
부 지역)에 집중된다.
수소에너지 생산을 위한 수전해 부문에서 전기사용량은 2030년에 약
0,2조kWh에서 2050년에 2조kWh(전체 전기사용량에서 비중 13%),
2060년에 2조 8,000억kWh(비중 16%)로 크게 증가한다.

나) 2단계(2030~2050년, 빠른 배출감축 단계)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준탄소중립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81) 지역전력망 간 연계 확충으로 2050년 이전에 전력
시스템의 준탄소중립(near-zero carbon emission)이 실현된다. 2050년
탄소배출량은 배출정점 대비 약 90% 감소한 13억 8,000만 톤, 1인당 탄소

81) 중국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및 에너지믹스 개선 등의 조치를 가속화하는 한편,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준탄소중립
(near zero carbon emission)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체 에너지시스템
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70~80% 이상으로 늘리고, 향후 30년간 해당 부문에 100조 위안(약 172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힘. 第壹財經(2020.9.29.), 에너지경제연구원(2020.10.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0-20호, 주요 단신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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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은 1.0톤에 이른다. 천연가스 소비량은 2035년 전후에 정점(500bcm)
도달한다. 청정에너지 개발/보급 속도가 가속화되어 그 비중이 매년 2.2%p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75%에 이른다. 청정에너지는 2040년에 주력 에
너지가 된다. 2050년에 전체 발전용량(75억kW)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이
약 92%(68억 7,000만kW)로 증가하는 대신에 석탄발전용량은 3억kW로
감소한다. 가스화력 발전용량은 2030년에 1억 8,500만kW에서 2050년
에 3억 3,000만kW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정체·감소한다. 수소발전은
주로 피크조절용으로 사용되며 2050년에 1억kW에 이른 이후에 계속 증
가한다.

표 4-3

발전설비용량 기준 전원믹스 변화 전망(2060년)
(단위: GW)
2020년

2025년

2030년

2050년

2060년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용량

비중

풍력

2.8

12.7%

5.36

18.2%

8

21%

22

29.4%

25

31.2%

태양에너지

2.5

11.3%

5.59

19%

10.25

27%

34.5

46.1%

38

47.4%

수력

3.7

16.8%

4.6

15.6%

5.54

14.6%

7.4

9.9%

7.6

9.5%

석탄화력

10.8

49%

11

37.3%

10.5

27.6%

3

4%

0

0%

가스화력

0.98

4.5%

1.52

5.2%

1.82

4.9%

3.3

4.4%

3.2

4%
3.1%

원전

0.5

2.3%

0.72

2.5%

1.08

2.8%

2

2.7%

2.5

바이오매스/기타

0.67

3%

0.65

2.2%

0.82

2.2%

1.7

2.3%

1.8

2.2%

수소연료전지

0

0%

0

0%

0

0%

1

1.3%

2

2.5%

합계

22

청정발전설비 비중
에너지 저장

29.5

43.4%
-

38

57.5%
-

0.4

75

67.5%
-

1.3

80

92%
-

6

96%
-

7.5

-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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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2030~2050년, 빠른 배출 감축 단계)
심층적인 탈탄소화와 탄소포집, 산림 분야 탄소흡수원 증가를 통해 탄
소 네거티브 단계에 진입하여 2055년 전후에 사회 전체의 탄소중립이
실현된다. 1차에너지 소비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매년 1.5%p씩 증가하
여 2060년에는 90%에 이른다.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전력화율이 2060년에 약 68% 정도에 이른다.
2060년 전체 발전용량(80억kW)에서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76억 8,000만kW), 석탄화력 발전설비는 모두 퇴출된다.

그림 4-3

2020~2060년 기간 부문별 탄소배출감축 기여

CO2 배출량(억톤 CO2)

120
100

전력

80
기타

60
40

산업
수송
건물

20
0
-20

2020

2028

2030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

산업
공정

탄소
제거

토양 및
산림흡수

2060년
이전
탄소중립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c)

라) 에너지 시스템의 청정화 및 전력화 이행 전망
에너지(전기, 열, 액체연료 등) 생산의 청정화, 에너지 사용(산업, 운
수, 건물 부문에서 사용)의 전력화,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통해 탄소배출
을 87억 톤 감축, 산업생산 과정에서 원료 및 연료 대체를 통해 탄소배
출 7억4,000만 톤 감축, 발전 및 연료 생산 과정에서 CCS와 BECC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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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해서 8억 7,000만 톤을 각각 감축하고, 그리고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탄소흡수를 통해 4억6,0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
청정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집약, 고효율, 최적배치 원칙에 따라 추진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2030년의 10억kW에서 2050년에 35억
5,000만kW, 2060년에 35억 5,000만kW로 증가하고, 태양열 설비용량
은 2030년의 2,500만kW에서 2050년에 1억8,000만kW, 2060년에 2억
5,000만kW로 증가한다. 발전형식에서 집중형 태양광 비중은 2030년에
66%, 태양열 2.9%, 분산형 태양광 29.1% 각각 차지한다. 서부 및 북부
지역의 대규모 태양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동남부 지역에
분산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
서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대규모 육상풍력단지 건설을 가속화하고(신
장, 간쑤, 멍동, 멍시, 지린, 허베이 등 지역에 21개 풍력단지를 중점 개
발), 동남해상 지역(광둥, 장쑤, 푸젠, 저장, 산둥, 랴오닝, 광시 연해 등)의
해상풍력단지와 동중부 지역의 분산형 풍력발전설비를 병행해서 개발한
다. 수력발전은 서남 지역에서 집약적으로 개발된다.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5년에 5억4,000만kW, 2030년 8억 kW, 2050년에 22억 kW, 2060
년에 25억 kW에 이른다. 전체 풍력발전설비에서 육상풍력 비중은 2030
년에 94.4%, 2060년에 93.6%에 이르며, 지역적으로는 서부·북부 지역의
비중은 2030년에 60.3%, 2060년에 57.3%로 이르게 된다(동중부 지역의
2060년에 비중은 42.7%). 그리고 서남 지역에서는 수력발전단지 건설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서남 지역의 설비용량 비중은 2050년에 43%).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원전은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로 향후 에너지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안정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해 지역(저장, 장쑤, 광둥, 산둥, 랴오닝, 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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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등)에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원전 설비용량은 2025년
7,200만kW, 2030년 1억1,000만kW, 2050년 2억kW, 2060년에 2억
5,000만kW에 달하며, 동·중부 지역의 설비용량 비중은 2025년에 91%,
2030년에 89%, 2050년에 92%, 2060년에 89%에 이른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의 증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저해 문제는 전
력망 연계, 에너지 저장, 수요관리 그리고 유연성 발전원인 가스·수력·수
소·ESS·전기차의 개발 확대를 통해 해소된다. 지역 간·성 간 송전규모는
2025년에 3억6,000만kW, 2030년에 4억6,000만kW, 2050년 8억
1,000만kW, 2060년에 8억3,000만kW로 증가할 것이며, 국가 간 송전
규모는 2025년에 2,775만 kW, 2030년에 4,250만 kW, 2050년 1억
7,900만kW, 2060년 1억8,700백만kW에 이른다.
그림 4-4

청정에너지 발전 로드맵(2030년, 2050년, 2060년)
(단위: 발전설비용량 억kW)
태양에너지
개발 전면 가속화

10.25

34.5

38

풍력발전 집약적
고효율 추진

8

22

25

수력발전 적극적
안정적 추진

4.4

5.7

5.8

원자력발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1.1

2

2.5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c)

저탄소 및 전력믹스 최적화 원칙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규모가 엄격하
게 통제되고, 가스화력발전설비의 역할과 위치가 효과적으로 설정되고,
화석연료의 청정에너지화(가스화, 수소생산, 비에너지용으로 활용) 기술
이 적극적으로 개발·보급된다. 석탄화력 발전설비는 규모가 크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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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짧은 편이고, 탄소배출량이 많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2030년 이
전에 총량을 통제하고, 역할을 전환하며, 발전설비 배치의 최적화를 추진
하려고 한다. 2025년에 석탄발전설비는 11억kW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2050년에 3억kW까지 감소하며 CCUS 정착 등을 통해 준탄소중립을 실
현한다. 이후 바이오매스 개조 등을 통해 석탄발전은 2060년에 이르면
완전 퇴출된다. 석탄화력 발전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으로 대체되며, 수소발전용량이 2050년에 1억kW에서 2060년에 2
억kW로 증대된다. 석유소비는 2030년 전후에 10억6,000만tce로 정점
을 이르고 2060년에 2억2,000만tce까지 감소된다.
특히, 동중부 지역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노후 설
비를 퇴출한다. 동중부 지역의 석탄발전용량은 2025년에 11억kW로 정
점을 이룬 후 2035년부터 급격히 감소한다. 2030년에 동중부 지역의 석
탄발전 비중은 50%(2020년 약 57%)로 축소된다.

그림 4-5

화석연료 발전의 억제·최적화 로드맵(2030년, 2050년, 2060년)
석탄발전규모
엄격통제(억 ㎾)

10.5

3

0

가스발전
과학적 추진(억 ㎾)

1.85

3.3

3.2

화학에너지의 원료속성 회귀
(화학에너지 비에너지용도 비중)

6%

20%

30%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c)

가스화력 발전은 출력조절이 유연하여 청정에너지와 함께 부하조절
역할을 담당한다. 신규 가스화력 발전설비는 가스공급이 용이하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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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부담능력이 양호한 동·중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게 된다. 동·중부 지
역의 가스설비용량 비중은 2025년에 89.6%에서 2060년에 83%로 감소
되며, 가스화력발전 설비용량은 2025년에 1억5,000만kW, 2030년 1억
8,500만kW, 2050년 3억3,000만kW, 2050년 3억2,000만kW가 된다.
또한 석탄화력 및 가스화력 발전소에 CCS 기술·설비를 장착해서 탄소
배출이 4억4,000만 톤, BECCS을 통해 4억3,000만 톤이 각각 감축된다.
다음으로 산업 부문에서 27억 톤, 수송 부문에서 10억6,000만 톤, 건
물 부문에서 6억4,000만 톤의 탄소배출량이 감축된다. 철강 부문에서는
전기 및 수소 활용기술이 보급·확대된다. 수송 부문에서도 전기차와 수
소차의 보급이 확대된다. 2060년에 전기차 보유량은 3억9,000만 대로
증가되고, 전기고속철도 개발 및 보급도 가속화되며, 전기비행기 등의 기
술개발도 촉진된다. 건물 부문에서는 난방용 히트펌프와 축열식 전기보
일러, 수소에너지 난방 등이 널리 보급된다. 2030년에 건물 난방 부문의
전력화율은 20% 이상 도달된다.

그림 4-6
최종
사용
부문
전기
화율
제고

전기
사용량
확대

최종에너지 부문에서 전력화 비중 및 전력사용 로드맵(2030년, 2050년, 2060년)
저탄소산업

34%

47%

54%

전기화 수송

11%

61%

81%

탄소제로 건물

49%

75%

79%

사회전체 전기사용량
(조 kWh)

10.7

16

17

신규 전기사용량
(조 kWh)

3.5

5.3

1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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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전면적 개편에 있어서, 2030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의
GDP 비중이 20%로 증대되고, 산업시설의 선진화와 현대화가 추진되기
시작한다. 2030년까지 6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GDP 비중이 약 20%
수준으로 줄어든다. 2060년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은 선진
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저탄소 생산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식·기술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된다. 서비스업 고용인구
비중은 2030년에 60%, 2050년에 70%, 2060년에 75%로 증대된다.
그림 4-7

산업구조 변화 로드맵(2030년, 2050년, 2060년)

신흥·녹색산업 발전

신흥산업
GDP 비중
20% 초과

신흥산업
GDP 비중
30% 초과

신흥산업
글로벌 주도

전통 에너지고소비
산업 전환

산업부가가치
비중 20%로
축소

산업부가가치
비중 15%로
축소

저탄소 생산
시스템 구축

산업구조 전면적
최적화

산업화 후기에서
포스트산업화
시기로의 전환 환성

지식기술 집약형 산업과 생산성
서비스업 주도로 산업 구조의
전면적 최적화 조정 실현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GEIDCO)(2021.3c)

2030년까지 산업 생산공정의 지능화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 2060년
까지 산업 부문의 에너지 집약도는 현재 수준 대비 20%, 수송 부문의 경
우에 40%, 건물 부문의 경우에 60% 이상 각각 감소된다. 2030년까지
300개 이상의 탄소제로 도시가 건설되고, 2050년까지는 탄소제로 도시
화가 90%, 2060년에 전면적 보급이 완성된다. 2030년까지 동·중부 지
역에 첫 번째 탄소제로 농업 및 농촌마을이 건설되고, 2060년까지 전국
단위로 전면 보급된다. 2030년까지 녹색 GDP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206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경제발전의 새로운 형태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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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전기-물-토양-삼림-흡수 모델을 통해 건조 지역 토양의 탄
소고정능력이 개선되고, 토양의 탄소고정 누적 규모가 40억 톤을 초과하게
되고, 2060년까지 50억 톤으로 증가된다. 2030년까지 BECCS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연간 포집량이 1,000만tCO2 이상, 2060년에 4억tCO2에 이른다.

3. 중국의 수소에너지 개발 및 공급 전망82)
1) 수소 생산·수송·이용 현황과 향후 전망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 생산국이며, 2020년에 수소를 2,500만
톤 생산했다.83) 세계적으로 수소생산의 주원료는 천연가스인데, 중국에
서는 석탄이 주로 이용된다. 2020년에 중국의 전체 수소 생산량 중에 석
탄 개질은 62%, 천연가스 개질 19%, 부생수소 18%, 수전해 수소 1%를
각각 차지했다.
표 4-4

세계와 중국의 수소 생산구조 비교
(단위 : %)

원료
화석 에너지
부생수소

생산 방식

세계*

중국 칭와대학교

중국 표준화연구원**

석탄 개질

18

43

62

천연가스 개질

48

16

19

석유 개질

30

13

코크스로 가스, 클로르 알칼리 배기가스

-

28

18

전기

수전해

4

소량

1

기타

바이오매스, 광촉매 등

-

소량

소량

* IRENA(2017), Hydrogen from Renewable Power 2017
** 中國標準化研究院,(2019.5.28.), 中國氫能產業基礎設施發展藍皮書2018)
자료: 中國電動汽車百人會(2020.10.), 中國氫能產業發展報告2020

82) 김나연·이성규(2021a), 중국 수소산업 현황 및 정책,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9호, 김나연·이
성규(2021b), 중국 수소산업의 향후 발전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1-20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참조.
83) 全國能源信息平臺(2021.7.4.)

120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화석연료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면, 탄소가 대량 발생하게 되어 이
를 포집 및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적으로 CO2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아직 개발·실증 단계에 머무
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석탄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석탄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능력이 우수하고, 수소생산량도 많은 편이다.84)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석탄 개질수소 기술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
개질수소 생산과정에서 석탄개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탄소가 배출된다.
중국은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천연
가스 개질수소는 중국 내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
될 것으로 보인다.85)
석유제품과 석탄화학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는 주로
기업 자체에서 생산·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수소생산 통계에 정확
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86) 암모니아와 메탄올은 중국의 전통적인 석탄
화학제품으로 이들의 합성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소 물량은 중국 내 총
수소소비량의 절반을 넘는다.
수전해 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
할 수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은 상업적 대
량생산에 기술적 한계를 크게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
84) 석탄가스화와 압력순환흡착(Pressure Swing Adsorption, PSA)을 통해 수소가 생산되고 있음. 석탄가스
화 설비 1기에서 2,000톤/일 석탄을 투입하면 1,560~2,340kg/일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음. 석탄 가격이
톤당 200~1,000위안/톤일 때, 수소 생산비용은 kg당 약 6.77~12.14위안이며, 대량 생산할수록 생산비용
은 절감됨.
85) 천연가스 가격 변화에 따라 천연가스 수소개질 비용은 kg당 7.5~24.3위안에 이름. 이 중 천연가스 원료비
비중은 70~90%임.
86) 부생수소는 코크스로 가스(Coke Oven Gas, COG), 클로르-알칼리 화학, 경질탄화수소(프로판 탈수소화,
에탄 분해), 암모니아 및 메탄올 합성 등의 산업에서 주로 생산됨. 향후, 환경보호 규제로 인한 생산제한, 정
제비용, 접근성(accessibility) 등을 고려하면, 수소산업 성장 초기에는 경질 탄화수소와 클로르-알칼리업
계에서의 부생수소가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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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전해 기술은 알칼리 전해액을 이용하는 알칼리 수전해법(Alkaline
Electrolysis, AE)이다.87) 2019년에 중국의 풍력발전설비에서 발생한
기풍량은 약 17TWh, 태양광 발전설비에서의 기광량은 약 4.6TWh, 그
리고 수력발전설비에서 기수량은 약 30TWh인데, 이처럼 총 51.5TWh
에 달하는 기전량(棄電量)을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92만 톤의 수소를 생
산할 수 있다.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전해조 에너지 소비량, 투자비
용 등이 감소하고, 정부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린수소의 경제성
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88)
중국의 수소 저장·수송 기술은 석유제품과 비교해서 아직까지 효율성과
안정성 부문에서 크게 떨어진다. 수소저장방식에는 고압기체, 저온 액화수
소, 액화암모니아/메탄올 수소, 금속수소화물, 액상유기물(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s, LOHC) 등이 있다. 고압기체 수소저장은 기술적 난
이도와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 수소산업 초기 단계에 적합해서 현재 중국
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수소저장밀도가 낮고 압축 시에 에너
지소모량이 많으며, 수소저장탱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89)

87) AE는 양성자 교환막전해법(Proton Exchange Membrane, PEM)보다 수소생산비용이 저렴함. 이는 AE와
PEM의 상업화 단계 및 수소생산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임. AE 전해조는 국산화되어 그 가격이
2,000~3,000위안/kW인데 반해, PEM 전해조는 핵심 재료와 기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이 7,000~12,000위안kW에 달함. 또한 중국 AE 전해조 당 생산능력은 1,000N㎥/h인데, PEM의 경우에는
200N㎥/h에 불과함. 하지만 AE의 수소생산 규모가 MW급에 불과해서 규모경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전해법은 다른 수소생산 방식보다 아직 경제성이 좋지 않음.
88) 태양광과 풍력발전원가는 지속 하락하여 2025년에 kWh당 0.3위안, 2035년 0.2위안, 2050년 0.13위안으
로 감소할 전망임. 전해조 기술도 점차 향상되어 2030년 이전에 전해조 설비비용이 60~80% 감축될 전망
임. 이에 따라 5~10년 이내, 수전해 수소생산 비용은 kg당 20위안 이하로 하락하여 경제성을 갖게 될 것으
로 전망됨.
89) 저온액화 수소저장은 중국보다 해외에서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액화암모니아/메탄올 수소, 금속수소
화물, LOHC 등은 소규모 실증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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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수소 저장·수송 기술·방식은 20MPa
고압기체 저장과 튜브트레일러이다. 수소충전소의 일일 소비량이 500kg
이하일 때에는 단거리 수송에 적합한 튜브트레일러 수송수단이 가장 경
제적인데, 이는 수소액화비용과 수소파이프라인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거리 수송의 경우에는 수송압력을 높이거나, 액화수
소 탱크로리, 수소파이프라인 등 수송수단이 훨씬 경제적이다. 현재 중국
에서는 항공 부문에서만 액화수소를 소량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수소산
업 성장 및 생산비용 절감으로 장거리 및 대량 수송이 가능한 액화수송
방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수소 파이프라인
길이는 총 400km로 미국의 2,600km, 유럽의 1,598km에 비해 크게 부
족하다.90)
한편,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에
너지기술혁명·혁신 행동계획(2016~2030년)’을 통해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향후 수소 부문의 중점 기
술혁신 분야는 재생에너지원 발전시스템에 의한 대규모 수전해 수소생산
기술, 고효율·저비용 수소저장·수송기술, 고출력 연료전지 모터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분산형 발전기술 등이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2016년부터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속화되었는데, 수소충전
소는 2018년 15개, 2019년에 30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35MPa 수소충전소 기술은 성숙단계에 들어섰다. 수소충전소의 설계, 건
설, 그리고 3대 핵심설비(45MPa 대용량 수소저장탱크, 35MPa 수소충전기,
45MPa 격막식 압축기) 등은 모두 국산화되었다. 현재는 70MPa 수소충전

90)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7. 12.),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1-14호, 주요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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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6년에 다롄에서 최초로 풍력·태양광 발
전을 활용한 70MPa 수소충전소가 건설되었다.91) 지역별로는 광둥, 상하
이 등 수소차산업이 발달한 동부 연안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수소
충전소 건설기업은 수소산업의 대표기업에서 점차 다원화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주요소, 가스충전소, 전기충전소에 수소충전
설비를 추가로 건설하는 형태인 복합충전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다
수의 省(市)에서 법안을 통해 복합충전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4-8

중국의 수소차 생산량(2015~2021년 6월)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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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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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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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10

629

1,275

1,527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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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東方財富網(2021.6.7.), 2021年中國燃料電池汽車市場現狀與發展趨勢分析, 東方財富網(2021.7.28.), 2021年上半年
乘用車市場回顧：新能源汽車產銷再創新高

마지막으로 수소 이용의 경우, 중국은 풍부한 수소자원을 기반으로 오
래전부터 에너지원이 아닌 암모니아 및 메탄올 합성, 정유 및 석유화학
의 원료로 주로 이용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수소차(수소연료전지차,
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91) 東方財富網(2021 .6. 7.), 2021年中國燃料電池汽車市場現狀與發展趨勢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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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는 대부분 수소상용차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 8월 기준, ‘신
에너지차 확대보급 추천 차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총 43개인데, 지역
별로는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수소차 생산·판매량은 2020년
에 코로나19의 영향과 시범지역 선정 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의 전략 등으로 감소하였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수소
에너지 대중교통 수단을 보급할 계획임에 따라 2021년에 수소차 생산량
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92)

2)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정책과 발전전략
중국은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화하였으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대, 수소생산기반 구축,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
다.93) 2020년 4월에는 국가에너지국(NEA)이 위험화학품으로 분류해왔
던 수소를 ‘중국 에너지법안’에서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편입하였
다.94) 2021년 9월 현재, 베이징市, 상하이市, 광둥省 등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기 위해 수소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소산업발전계획에는 수

92) 2020년 9월, ‘연료전지차 시범적용에 관한 통지’를 통해 수소차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매년 실적을 평가해
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함.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9. 28.),「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0-19호,
주요 단신.
93) 2019년 3월, 재무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
에너지차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통해 수소충전소 건설 보조금을 상향함. 2019년 3월,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수소설비 및 충전소 건설 추진’을 정부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육
성을 본격화 함. 2020년 초, NDRC 등은 ‘녹색생산과 소비법규정책 구축에 관한 의견’을 통해 2021년까지
수소산업 등 신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함. 中國石油新聞中心(2019. 3. 18.), 財政部(2019.
3. 26.),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20. 3. 11.).
94)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4. 2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0-9호, 주요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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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 확대 보급, 수소충전소 건설, 생산능력 제고, 고정식 발전 활용, 기업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광둥, 장쑤, 산둥, 안후이, 쓰촨, 저장, 상하이,
푸젠, 허베이, 베이징, 충칭 등 省(시, 구)에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수소
가스 보조금, 수소충전소 건설 보조금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95)
중국정부가 제정한 수소에너지개발계획 및 수소산업발전전략은 아직
제정·발표되지 않았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2019년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추진 현황 및 사회발전계획과 2020년 계획 초안
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수소산업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2021년 3월에 발표한 14.5규획(2021~2025년)에서도
수소산업 등 미래 선도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동 부문에 R&D를 강
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수소산업 발전 종합계획이 곧 수립될 것
으로 예상된다.96) 중국정부는 수소에너지가 미래의 청정·고효율 에너지
생산·소비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3) 중국의 부문별 수소이용 전망
중국수소연맹이 발표한 ‘중국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보고서(2019)’에
따르면, 2050년까지 수소는 교통·수송, 저장, 산업, 건물 등 많은 부문에
서 널리 사용될 것이며, 수소수요는 2020년 약 2,000만 톤에서 2050년
에는 약 6,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충전소는 1만
2,000개, 수소차 보유량은 3,000만 대, 고정식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연
간 2만 대,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능력은 연간 550만 대에 달할 것이다.

95) 環保在線(2021. 8. 19.), 中國經濟網(2021. 8. 19.)
96) 國務院(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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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국무원이 발표한 ‘신에너지차산업 발전계획(2021~2035년)’
에서는 2035년까지 수소차를 상업화하고, 수소연료 공급시스템을 확충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97)
향후, 수소 생산은 부생수소에서 점차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수전해 방
식으로 전환하여 수소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점차 감축할 전망이
다. 수소 저장·수송은 고압기체에서 액화수소로 점차 전환하며, 2050년
에는 파이프라인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충전소는 보급초기에 기
존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수소 충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복합충전
소 형태로 추진하다가, 점차 다원화 및 네트워크화 된 수소인프라 시스
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에너지믹스는 점차 전통 화석연료에서 청정·저탄소연료 중심으
로 전환할 전망이며, 수소에너지가 점차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50년에 중국은 수소사회로 본격 진입하여 에너지시스템, 국민경제,
일상생활 등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

중국의 2050년 주요 수소 지표 목표

에너지시스템

수소 공급

부문

목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수소 비중

10%

수소 수요

6,000만 톤

온실가스 배출량

7억 톤

수전해 수소생산 비중

70%

전해조시스템 설비규모

500GW

수소충전소 개수

1만 2,000대

수소충전소 평균 건설비용(부지비용 제외)

800만 위안

자료 : 中國電動汽車百人會(2020.10.), 中國氫能產業發展報告2020

97)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11. 2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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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소비시장은 교통·운송 부문을 시작으로 점차 에너지 저장, 산업 부
문, 건물 부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수소상용차 부문이 가장 먼
저 산업화될 전망이며, 수소 연료전지 버스, 물류차,98) 트럭 등의 차종은
2030년 이전에 순수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
국의 교통·운송 부문에서 수소에너지 이용은 승용차보다 상용차에서 먼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수소상용차
및 수소저장시스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대형트럭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소트럭이 주목받고 있는데, 마찬가지
로 기술 발달로 인해 장거리 물류 부문에서 커다란 강점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수소저장 부문의 경우, 중국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원이 급성장함에 따라 향후에 수소에너지가 이러한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화석연
료 발전설비(석탄화력 포함)를 모두 부하조절용으로 투입한다고 해도 계
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계통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소와 배터리(ESS)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
전해로 생산한 수소를 대규모 전력소비지로 수송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의
불안정성 및 장거리 수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실현하려면 수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의 절반 정도가 시멘트, 철강, 합성암모니아,
합성에탄올 등 4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화(electrification)가 해결방안이 되기는 하지만 중·저품질

98) 물류차(物流車)는 대도시 물류배송이나 공장 간 물류 유통에 사용되는 차종임. 트럭은 화물을 수송함. 물류
차(物流車)의 적재량은 2.5~5.0톤의 차량으로 주로 대도시 택배 배송 등에 쓰임. 대형트럭(重卡)은 10.0~
수십 톤에 달하며 장거리 수송에 주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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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일부만을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
소환원제철, 재생에너지 수전해 그린수소, 수소·천연가스 혼합연료 등의
방식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주요 대안으로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수소는 건물 부문에서도 활발히 이용될 것이다. 가정이나
소형 상가 건물에는 열에너지와 전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수소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이 사용될 것이다. 중국의 수소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4. 중국의 CCUS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1) CCUS 기술 개발 현황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
중에 하나이다.99)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
술은 앞서 설명했듯이 개발 및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CCUS 기술 개발 및 실증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CCUS 기술은 개발 초기단계에 유전지역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원유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Enhanced Oil Recovery,
EOR)을 위해 활용되었는데, 향후에는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의 탄소감
축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100)
99) 석탄화력 발전설비 500MW 1기에서 30년간 1억 톤(연간 33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음. 김주한·오정택(2021), “CCUS 도입 현황 및 전력 시스템에서의 역할”, 한전경영연구원, p.7에서
재인용
100) 이산화탄소는 유용한 물질로 변화시키거나 또는 직접 활용하여 산업생산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산
화탄소를 화학적·생물학적 전환을 통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석유화학제품(폴리머, 항공유, 올레핀,
메탄올)과 건축자재(골재, 콘크리트)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음. 또는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과
정 없이 이산화탄소를 제품생산 과정에서 용제, 열전달 유체, 원료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선진국에
서는 현재 폴리머와 건축자재 생산에 탄소를 활용하는 것이 이미 상업화 단계에 돌입했고, 화학제품 및 연
료로 활용하는 부문에서는 대규모 실증사업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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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노르웨이, 중국 등이 자국 내 유·가스전에서 EOR과 연계
한 다수의 대규모 CCUS 설비를 소유·운영하고 있다.101)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운영 중인 대규모 CCUS 설비는 연간 45억 톤 수준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2050년에 56억 톤(이중 발전 부문에
서 44억 톤, 산업 부문 9억6,000만 톤, EOR부문에서 1억6,000만 톤)의
설비가 필요하다.102)
IEA(2020)에 의하면,103) 향후 화석연료 화력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
시멘트·화학 등의 산업생산 비중이 높은 국가(중국 등)에서 CCUS 기술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소에너지 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특히 유럽 국가)에서도 CCUS 기술 수요가 높
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발전설비들이 조기에 폐쇄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좌초자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CCUS 기술이 적용되면 조기 폐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전력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전가능(dispatchable)한 발전설비(석탄, 천연가스 등)에 CCUS 기술을
정착해야 한다.

101) 한국은 0.5∼10MW 포집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이 운영 중임. 한국의 경우에 포집설비 확충이 가능하지
만, 저장소의 부재로 인해 대규모 실증경험이 부재한 상황임. 한국석유공사는 2025년까지 동해가스전에
서 연간 40만 톤 규모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02) IEA(2020c),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0, 참조
103) IEA(2020d), World Energy Outloo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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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세계 주요국의 유연성 자원 현황(2018년 기준)
수력

미국

가스
석탄

EU

석유
원자력

중국

기타
국가간
전력망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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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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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자료: IEA(2020b), “The role of CCUS in low carbon power system”, 김주한·오정택(2021), “CCUS 도입 현황 및 전력
시스템에서의 역할”, 한전경영연구원, p.3에서 재인용

2) CCUS 개발 전략과 향후 전망
IEA는 향후 CCUS 기술 실증사업 추진에 적합한 국가로 중국, 중동,
러시아 등을 들었다. 이는 포집된 탄소를 저장하는 입지 및 장소로는 폐
쇄 또는 노후화된 석탄·석유·가스 매장지들이 적합한데, 이런 매장지들
이 이들 국가들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국 내륙지역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들은 석탄광 주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서 포
집된 탄소를 수송하고 석탄광에 저장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2005년 11.5계획(2006~2010년)에서 CCUS분야의 기술
개발 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이후 12.5규획(2011~2015년)에서는 국가
탄소저감 전략에 CCUS 기술을 포함시키고, 석탄화력 발전 부문에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시멘트, 철강, 석
탄화학 생산설비에 탄소포집 기술을 적용하는 CCUS시범 사업을 계획기
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13.5규획(2016~2020년)에서는 CCUS 기술이
국가 기술혁신 프로젝트의 추진내용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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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 초에 중국정부는 CCUS 로드맵(2015~2050년)을 발표
하였는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달성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동 로드
맵에 따라 2015년에 CCUS 실증데모 플랜트가 설치(30만 톤/연 2018년
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되고, 2020년까지 100만 톤/연 플랜트로 시
설 확충하고, 2030년 탄소 포집비용을 현재 수준의 10~15%, 2040년에
는 40~50%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되었다.104)
표 4-6

중국의 CCS 로드맵 단계별 핵심 내용
2015-2020년

2021-2030년

2030년~

∙ 2020년까지 기존 플랜트 중 CO2- ∙ 1세대 CCS 기술이 적용된 신규 플 ∙ CCS 상용화 가능 예상(2세 대 CCS
EOR 보강이 가능한 플랜트 보강 랜트 건설(1세대 기술 CO2 저감비 기술 CO2 저감 비용이 $30-40/톤
(CCS 기술로 10-20 MtCO2포집/ 용이 $30- 40/ton으로 낮아짐)
이하로 낮아짐)
CO2-EOR 기술로 석유 30백만 배 ∙ 2030년을 기점으로 1세대 CCS 기
럴 포집) (5-10개의 CO2-EOR 플 술이 적 용 된 플랜트를 2세대 CCS
핵심
랜트 설치/ 1-3 개의 석탄화력발전 기술로 보강 (2030년까지 2세대 기
내용
소 포집기술 적용)
술의 CO2 저감비용이 $40-50/톤
∙ 국가적 차원의 CCS 프로젝트 육성 으로 낮아짐)
방안 마련 (사업자에게 CO2 포집량
당 고정 보 조금 지급/추가적인 정
부재원 마련
자료: 이지현 외(2019), p.509에서 재인용

현재 가동 중인 주요 CCS 사업은 충칭에 Hechuan Power Station
(포집 규모 10,000tCO2/연), 상하이에 Shidongkou No.2 Power Plant
(포집 규모 120,000tCO2/연), 내몽골에 Shenhua CCS demo. plant(포
집 규모 100,000tCO2/연), Jilin 유전에 EOR105) Pilot Injection(포집
규모 200,000tCO2/연), Shengli지역에 Shengli Power Plant(포집 규
모 30,000tCO2/연) 등이다.106)
104) 김종인(2021), 중국의 CCUS 도입 현황 및 LCOE 분석, 한전경영연구원
105) EOR은 Enhanced Oil Recovery를 의미하며 이산화탄소 등을 사용해 원유의 점성도를 낮추고 유전의 압
력을 높여 원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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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CCS 기술 수준과 비용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정책목표를 두었다. 2007년부터 CCUS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는
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원과 석유·가스전 인근 및 탄소를 활용할 수 있
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규모 자금투입으로 최근 들어 CCUS 개발
및 실증 기술이 모두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기업들의 이
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간 부문에서 CCUS에 대한 투자는 미진한 편이지
만, 상업성이 보장된다면 민간기업의 참여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과의 무역·기술 분야에서 마찰과 COVID-19에 의한 경
기위축으로 기술개발 투자가 감소하고, 해외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4-7

주요국의 CCUS 기술수준 및 연구단계 역량 비교
기술수준

연구단계 역량

수준(%)

격차(년)

그룹(점수*)

기초(점수**)

응용개발(점수**)

한국

80.0

5.0

추격(2.8)

보통(3.44)

보통(3.11)

중국

82.5

4.0

추력(2.8)

보통(3.33)

우수(3.67)

일본

90.0

2.3

추격(3.2)

우수(4.11)

우수(4.00)

EU

95.0

0.5

선도(4.0)

탁월(4.89)

탁월(4.56)

미국

100.0

0.0

최고(4.0)

탁월(4.89)

탁월(4.78)

* 기술수준 그룹을 선도/최고(4점), 추격(3점), 후발(2점), 낙후(1점)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 연구단계별 역량 구간을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부족(1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2020년 기술수준평가: 에너지·자원』. p.591.

106) 이지현 외. 2019. KEPCO 연소후 CO2 포집기술 해외 시장진출 Biz. 모델 개발 및 중국내 기술사업화 추진,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37. No.4. p.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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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1. 중국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교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방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
급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 산업·수송·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
의 전력화(전기보일러, 전기로, 전기차 등), 에너지소비 효율 제고 및 경
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 산업 부문(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서 화석에너지의 청정에너지(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로의 대체, 그리고 탄소흡수능력 증대 등이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 이용·개발되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주요 선진국에서 이러한 방법·수단 가
운데 청정에너지 비중 증대와 전력화가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법들은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에너지 소비구조(화석에너지 비중), 청정에너
지 관련 기술수준, 그리고 탄소중립 거버넌스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 밖에 중국과 미국과 같이 국토면적이 큰 국가들은 여러 개의 전력망
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 간 전력망 연계와 에너지 공급인프라 확충이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교를 크게 탄
소배출 정점시점, 목표시점까지 탄소배출 감축 속도, 화석에너지 이용설
비 좌초자산의 처리, 그리고 탄소중립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비교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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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글로벌 차원의 탄소배출 감축 조치들의 단계별 이정표

2025

2030

화석연료 보일러 신규
판매 없음

2021
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신규 석탄 발전소 개발 승인
금지

보편적 에너지 활용
모든 신축 건물은 탄소제로
예비건축물임
글로벌 승용차 판매의
60%는 전기차임
중공업 내 대부분의
신규 청정 기술 대규모로
시범 적용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금지: 신규 탄광 또는 탄광
확장 금지

40

2035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전 제품
및 냉방시스템은 최고 수준임
중대형 트럭 판매의 50%는
전기차임
ICE 자동차 신규 판매 없음

매해 1020 GW의 태양광
및 풍력 추가

모든 공업용 전기차 판매는
최고 수준임

선진국 내 저감기술 미적용
석탄 단계적 폐지

선진국 내 탄소중립 전기
보편화

Gt CO2

35
30
25
20

2040
기존 건물의 50%는
탄소제로 예비건물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조됨
항공에 사용되는 연료의
50%는 저배출임

2050

중공업 내 잔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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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열

기타

자료: IEA(2021a), Net-Zero by 2050.

1) 탄소배출 정점시점과 배출감축 속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탄소배출량 정점시점을 2030년으로 설정하고 이
후 2060년까지 ‘0’(net zero)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
라 중국정부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 이전에 정점
에 도달시키려고 한다. 앞서 보았던 CNPC-ETRI와 GEIDCO의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2030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량의 정점시점은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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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늦은 2050년으로 전망된다. 물론 에너지소비는 2030년~2060년까
지 정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에너지소비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탄소배
출량이 감소하는 것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이 큰 폭으
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탄소배출 정점시점에서 순배출량 ‘0’ 수준
에 도달하는 기간은 30년 정도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탄소배출 정점시점은 2010년대 전후에 달성되었
고, 탄소중립 시점을 2045년~205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간에 탈동조화 현상이 나
타났고, 경제가 저성장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
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
은 이미 2010년부터 정체·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아직 높은 경제성장 단계에 있으
며, 일정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정치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도 경제성장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
능한 것이며,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정부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 강도와 속도는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GEIDCO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2030년까지 연평균 5% 성
장하고,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은 2~3%대를 유지하고, 경제구조가 빠르게
현대화·첨단화·녹색화된다.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에
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개선이 순조
롭게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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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탄소배출 정점시점에서 탄소중립까
지의 탄소배출 감소 기울기를 보면,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가파르게 나타
나는데, 이는 탄소배출 감축을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강도 높게 추진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1

선진국과 개도국의 탄소 순 배출량 전망(2050년)

40

Gt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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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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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시장 및 개발도상국

자료: IEA(2021a), Net-Zero by 2050.

2) 화석에너지 이용설비 좌초자산의 처리
일반적으로 발전설비의 수명은 40~50년, 용광로나 시멘트 가마의 수
명은 30~40년 정도로 되어 있다. 수송·건물 부문에서 차량 또는 장비의
수명은 전력과 산업 부문의 경우보다 훨씬 짧은 15년 정도이다. 그런데
선진국의 에너지 생산·소비 설비들이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보다 상대적
으로 더 노후되어 있으며, 이들 설비의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도 좀 더 일
찍 도래한다. 중국과 주요 아시아국가들의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사용
연수는 각각 13년과 16년인 데 반해,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각각 35년
과 40년에 이르기 때문이다.107)

107) IEA(2021b), Net-Zero by 2050,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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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설비의 사용연수가 선진국에 비해 짧다는
것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들 설비를 조기에 폐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좌초자산을 처리하는데 있어 선진국보다 상대적
으로 커다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들 설비와 관련된 고용인
원을 다른 직종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도 감내해
야 한다. 특히, 중국의 전력생산구조를 보면, 석탄발전 비중이 60% 이상
으로 매우 높은데, 이 비중을 빠르게 줄이지 않으면 2060년 탄소중립 목
표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

그림 4-12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사용연수별 탄소배출량(2000~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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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20d), Data and statistics,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co2-emissions-from-coalfired-power-plants-in-china-by-age-of-plant-2000-2018 (검색일: 2021.9.13.).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석탄화력 발전을 가스화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해왔고, 현재는 가스화력 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증대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정부는 자유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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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을 이용해서 발전연료의 청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전력요금 인상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경제주체들
도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IEA(2020)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일
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선진국은 화석연료 발전설비에 CCUS
기술·설비를 장착해서 이들 설비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전력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고, 전력가격도
정부에 의해 비교적 오랫동안 저렴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주체들은 전력 부문의 청정화/무탄소화에 따른 정부의 전력요금 조치
에 크게 반발하거나, 이로 인한 손실을 정부재정으로 보전해줄 것을 강
하게 요구할 것이다. 또한 기존 화석연료 발전설비의 조기 폐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CCUS 기술·설비를 정착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와 외국으로부터의 관련 기술 도입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이렇게 선진국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탄소 다배출
부문에서의 좌초자산 처리와 실업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의 에너지 전문
가들은 중국경제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재생에너
지 발전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용이
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ERI 연구자는 2060 탄소중
립 실현을 낙관하는 근거로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하락과 전력 부문에서 비중 확대, 전기차의 빠른 보급 확대, 커다란 수소
에너지 개발 잠재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 등을 들었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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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중립 거버넌스
서방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담
당하는 핵심부서가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NDRC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보다 경제성장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우려한
다. 이러한 형태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거버넌스 체계는 중국을
포함해서 개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NDRC에 의해 작성되는 에
너지를 포함한 각 분야의 5개년 계획이 206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제·관리하게 된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에너지원단위 개선과 총 에너지소비량을 동시에
줄이는 ‘이중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에너지원 단위 개선 및
에너지 소비량 억제와 관련된 구체적 목표를 할당하고 지방정부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주기적으로 지역별 에너
지원단위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달성 경과를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과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면, 경제주체들은 자유화된
시장시스템(탄소시장, 가격 변화)하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행동을 하
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R&D와 에너
지 인프라 시설의 현대화 및 이를 위한 투자자금 마련에 크게 중점을 둔
다. 그리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조직도 강화하고 있

108) 2021년 9월 KEEI-ERI 전문가 워크샵은 ERI측이 아직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추진전략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산하 기관들의 이와 관련된 자료와 수치가 사전에 외부에 공개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발표자료 없이 비공개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그래서 본 장에서 명기되는
ERI측의 의견에 대한 출처 인용은 KEEI-ERI 전문가 워크숍(2021.9)으로 표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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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을 담당했
던 주요 정부부처(에너지부, 연방환경보호청, 국무부)의 역할을 강화하
고,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내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경
제·재정·조세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The Treasury Climate Hub)를 신
설했다.109) 또한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연방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역할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크게 확대
되고 있다.110)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청정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전담하기 위한 고등과학연구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Climate, ARPA-C)의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111) 바이든 정부는 대통령 기후 특사(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 임명, 백악관 내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 신설, 국가기후전담반(National Climate Task Forc
e)112) 설치 등을 통해 행정부 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였다.113)

109)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Apr. 19, 2021.). “Treasury Announces Coordinated Climate
Policy Strategy with New Treasury Climate Hub and Climate Counselor.” https://home.treasury.
gov/news/press-releases/jy0134. (검색일: 2021.10.14.).
110) Lee, S., Scott, D., Hijiazi, J., Magill, B. and Gilmer, E.(May 29, 2021.). “Biden Budget Seeks Boost
for EPA Core Programs and Research(1).” https://news.bloomberglaw.com/environment-andenergy/biden-budget-seeks-big-boost-for-epa-core-programs-and-research. (검색일: 2021.10.14.).
111) Biden-Harris 홈페이지. “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https://joebiden.com/climate-plan/. (검색일: 2021.10.14.).
112) 국가기후전담반(National Climate Task Force)은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행정부 내 기후변화 대응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 국가기후전담반은 바이든 대통령이 신설한 국가
기후보좌관(National Climate Advisor) 총괄 하에 연방정부의 21개 부처와 기구가 참여하고 있음.
113) The White House(Jan. 27, 2021.).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7/executiveorder-on-tackling-the-climate-crisis-at-home-and-abroad/. (검색일: 2021.10.14.).

제4장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 141

즉 선진국은 법/규정과 자유화된 시장에 의해서 탄소배출 감축 과정
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당과 정부에 의한 계획과 통제·관리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양측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중에 어느 것이 더 효
과적인지는 목표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
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여러 성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심각할 정도의 전력공급 부족사태는 관리시스템의 부작용에서 비
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전력난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지방
정부의 성과주의가 지목되고 있다.114) 정부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폐해는
이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기풍·기광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탄소배출량과 주요 경제지표들이 불투
명하게 통제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중국도 206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
협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했다. 중국정부는
2021년 5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정책 총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탄소중립 영도소조(碳達峰碳中和领导小组)’를 신설하였다.115)
통상 중국 내 영도소조는 정부 지도자 그룹의 의사결정을 돕고, 당 차원
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견인하고 지도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116) ‘탄소중립 영도소조’ 역시 중국의

114)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21.8.17.). 2021年上半年各地区能耗双控目标完成情况晴雨表. https://www.
ndrc.gov.cn/xwdt/tzgg/202108/P020210817567136519542.pdf. (검색일: 2021.10.13.).
115) 동 영도소조는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겸 상무 부총리를 포함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펑(何立峰)
주임,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 황룬추(黃潤秋) 생태환경부 장관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부처의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됨. 新华网、每日财经(2021.6.18.). 央视：碳达峰碳中和工作领导小组首次
亮相公布重大战略决策. https://m.bjx.com.cn/mnews/20210618/1158944.shtml. (검색일: 2021.10.14.).
116) 하현옥(2016.1.15.).‘영도소조’ 한마디에 위안화 값 급등…막후 수퍼파워. The JoonAng., https://www.
joongang.co.kr/article/19416087#home (검색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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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관련된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 영도소조(国家
应对气候变化及节能减排工作领导小组)’가 존재하는데, 동 조직이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국제기후협상, △에너지절약 관련 대·내외
업무 등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117) ‘탄소중립 영도소조’는 중
국 내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경로를 설계하고, 중앙정부·지방
정부·기업 등 각 행위 주체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며 조정하는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8

중국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비교
중국

미국

탄소중립
전담 위원회

항목

탄소중립 영도소조

국가기후전담반
백악관 국내기후실

일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관련 법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
(2021.8월 제정)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부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에너지부
연방환경보호청

환경성
경제산업성

한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저자작성

2.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한계와 과제
1) 정부의 중장기 녹색 저탄소 순환경제 목표 설정
앞에서 살펴본 중국의 에너지 전문기관들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중
국정부의 장기 사회경제발전전략에서 설정한 기본 추진방향인 사회주의
현대화118), 녹색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
117) 国务院(2007.6.12.). 关于成立国家应对气候变化及节能减排工作领导小组的通知. http://www.ccchina.
org.cn/Detail.aspx?newsId=28014&TId=60. (검색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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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에너지시스템을 청정화 및 저탄소화하면
탄소배출은 감축되어 결과적으로 탄소중립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양적 측면의 고도 경제성장이 정부의 정책목표였다면, 지
금은 현대화 및 녹색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이라는 질적 성장이 목표로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GEIDCO의 “중국 2060 탄소중립 연구보고서”는 여기서 탄소배출
2030년 정점도달 및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이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주도’, ‘두 개의 백년(两个一百年) 목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성하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생태문명 건설을 위해서는 저
효율·고오염 방식의 기존 경제발전모델에서 녹색·저탄소 순환의 지속가
능한 경제발전모델로 전환하고, 석탄 중심 에너지시스템에서 청정·저탄
소·고효율·스마트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주도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녹색 저탄소기술 및 관
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첫째, 대내적으로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둘째, 효율화·청정화·전력화에
기반 한 현대식 저탄소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대외적으로 신에너지 분
야(특히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CCUS 등)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기술

118)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邓小平) 주석이 수립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를 구체화하여 2050년
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제18차 당 대회에서 ‘2개의 백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
주년인 2049년)’ 목표를 제시함. 먼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모든 중국인이 빈곤
에서 탈출하는 소강(小康)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중화민족의 위대
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그리고 제19차 당 대회에서는 기본적으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완성(사회주의 현대화 1단계 2020~2035년)하고, 2050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2단계 2035~2050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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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주변국들과 녹색 에너지 협력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탄소배출 간의 탈동조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30년 탄
소배출량 정점 시기 전후로 해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과거 수출과 투자에서 점차 국내 시장 및 소비로 바뀌고, 에
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에너지를 적
게 사용하는 서비스업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도 청정에너
지 관련 제조업(배터리, 전기차, 태양광·풍력 설비 등)과 ICT 혁신업체들
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되고 있다. 노령화와
인구증가세 둔화 및 향후 감소도 생산성 증대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화 및 가계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전기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증대시킬 것이다.

그림 4-13

중국의 GDP, 인구, 도시화율 변화 추이 전망(2050년)

Indexed (2018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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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China State Information Centre; BloombergNEF(Dec.1,2020) p.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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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된 14.5규획은 2060년 탄소중립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4.5규획 기간(2021~2025년)에는 중국 사회 및 경제가 전면적 사회주
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중국정부는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아름다운 중국’ 및 ‘생태문명 건
설’을 약속했고,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가 녹색사회주의 현대화임을 분
명히 했다.119)
그러나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내용들은 발표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나 지
금까지 발표된 단기적인 공약과 정책들은 2060년 탄소중립 공약과는 상
응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3월 발표한 제
14.5규획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5개년 에너지계획 및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2030년 배출 정점과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공표한 5개년 규획이다. 14.5
규획은 2060년 탄소중립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기간(2021~
2025년) 동안 중국 사회 및 경제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120)
14.5규획에 포함된 에너지믹스 및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의 목표는
2060년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유추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왜냐하면
일단, 계획기간이 끝나는 2025년까지는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
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충족시키는데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경제구조 및 에

119) CNPC-ETRI의 분석보고서(于宏源·张潇然·汪万发(2021))
120) 현상배 외(2020.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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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소비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14.5규획에서 깨끗하고 효율
적인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소비량 한도는 설정하
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한 구체성과 2060년 탄소중립에 일관
성 있는 정책설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121)
중국정부의 14.5규획과 15.5규획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5% 내외,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2%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델에 기반 한 대량의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산업구조를 혁신 주도의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 내에 이
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탄소배출 규제와 경제성장세 유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도달 과제는 대단
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에 의해 경제시스템이 엄격하게 통제·관리되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제무대에서 한 약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122) 중국은 13.5규
획(2016~2020년) 기간에 에너지 원단위는 계속해서 감소했고 비화석에
너지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 결과로 탄소배출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전의 계획들이 대부분 목표 달성을 했던 것을 본다
면 14.5규획에서 제시된 목표들도 계획만료 시점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121) Meidan et al.,(2021). “Key issues for China’s 14th Five Year Plan.” 참조.
122) 심지어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2060년에 목표 달성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중국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탄
소배출 감축 강도를 느슨하게 풀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그리고 ERI 연구자는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과 청정에너지의 기술개발 속도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정부의 관리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KEEI-ERI 전문가 워크숍(20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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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제사회가 중국의 탄소중립 이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수시로
실무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매년 개최되는 COP회의에서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일시적인 목표 달성 이후에 국내 상황 악화를 이유
로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느슨하게 진행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
를 크게 잃게 되고, 특히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정치외교 및 경제적 압박
을 받게 될 것이다.

2)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바탕을 둔 탄소배출 감축
앞서 설명했듯이, 206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전력, 산업, 운
송, 건물 등) 이행 방향은 기본적으로 IEA가 제시하는 것이나 미국 및
EU 국가들이 설정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
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에너지 분야(수소에너지, CCUS, 스마
트에너지 시스템 등)의 기술 수준은 현재 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서 선진국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래 그림은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특허 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강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것이 미-중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장하
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는 UN을 비롯한 여러 다자협의틀에서 글
로벌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간에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부
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간 기술협력이 피상적인 모습으
로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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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주요국의 저탄소 기술의 특허 건수 비교(2000~2016년)
(단위: 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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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20a), Special Report on Clean Energy Innovation, https://www.iea.org/reports/clean-energy-innovation/
global-status-of-clean-energy-innovation-in-2020 (최종검색일: 2021년 10월 4일)

IEA의 2050 탄소중립보고서(2020)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실
현하기 위한 가용한 모든 청정·효율 에너지 기술을 각국들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도입·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EA는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가용 기
술의 신속한 보급을 넘어 개발 중인 기술의 빠른 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
어져야 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R&D 및 상
용화 투자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제안하고 있다.123)
청정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기술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청정에너지 분야를 미

123) IEA는 2050년 배출량 감축의 절반가량은 현재 시점에서 실증 또는 프로토타입 단계인 기술에 의존하는
데, 특히 중공업 및 장거리 운송 부문의 경우 미성숙 기술에 의한 배출량 감축 기여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특히, IEA는 핵심적인 혁신기술로 첨단 배터리,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CCUS 등이 중장
기에 탄소배출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IEA(2021a), Net-Zero by 20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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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이와 유사한 경제성장 전
략을 추진하고 있는 데 근거한다. 향후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주
요 선진국과 중국 간 경쟁은 치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
럽 기업들은 현재 에너지 소비효율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관련 설비와 기술을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에게 수출하고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는 이들 시장에서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증대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아직 실증단계에 있는 청정에너지(수소에너지, CCUS, 바이오연
료 등) 기술 분야에서도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행
사하려고 할 것이며, 상용화된 기술과 설비를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판매하면서 도입국가에 대한 기술이전을 가능한 차단·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림 4-15

주요국의 GDP 대비 에너지 부문 R&D 지출규모 비교(2012~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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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20a), Special Report on Clean Energy Innovation, https://www.iea.org/reports/clean-energy-innovation/
global-status-of-clean-energy-innovation-in-2020 (검색일: 2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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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국 에너지연구원(ERI)의 연구자는 매우 낙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
력을 갖고 있으며, 둘째, 중국의 R&D 지출 규모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
이며, 셋째, 청정에너지 설비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
는 선진기업들의 중국 내 직접투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하며, 마지막으로
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적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24)

3) 부문별 탄소배출 감축 과제와 한계
중국의 부문별 탄소배출 현황을 보면, 2000년대 탄소배출량은 급격
하게 증가했고, 2010년대에 들어서서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전력
및 열 생산 부문은 총 탄소배출의 50%, 산업 부문은 30%로 이들 부문
이 중국 전체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 배
출량은 2012년에 정점에 이른 후에 효율 개선, 연료전환(석탄→가스),
폐자재 재활용 등에 힘입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력·열 그리고 수송 부
문은 아직 탄소배출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전력과 자
동차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겠지만 전력생산에서 청정에너지 비
중 증대와 전기차 보급 확대가 이들 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에서 석탄 비중은 빠르게 감
소하는 반면 태양광·풍력·원자력 등의 비중은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124) KEEI-ERI 전문가 워크숍(2021년 9월) 논의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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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중국의 부문별 탄소배출 및 전원믹스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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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전 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 과정에서 한계와 과제를 분석하면,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연간 신규 설비용량은 개발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보조금, 정부투자)에 힘입어 2017년까
지 급성장을 보이다가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은 송전망 확충이 태양광과 풍력설비의 증가 속도
를 따라가지 못해 기광·기풍 현상이 심각해졌고, 정부의 보조금이 지속
적으로 감소한 데에 원인이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2015년 전력시장 자
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 전력가격의 점진적 자
유화 등을 추진했다.
최근에 이러한 조치는 민간투자자들의 신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은 과거와 같은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절감, 성·지방 간 송전망(서부·북부 지역의 재생에
너지 전력생산지에서 동부 지역의 전력소비지로 송전선) 연계 확대, 그리
고 에너지 저장시설(ESS 등) 확충 등으로 변경되고 있다. 중국의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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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기술(예, HVDC)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적기의
송전망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력공기업의 건설투자비 조달 능
력의 커다란 부족과 사업 경제성 결여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태
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대되면 전력
망의 불안성성을 크게 높인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기술적으
로 전력망 운영기업의 급전지시를 따를 수 없는 발전원이기 때문에 갑작
스런 전력부족 상황에 대비해서 전력시스템 내에 급전가능 발전설비(화
력발전, 수력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석탄발
전이 급전가능 발전원으로서 전력수급 안정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는데,
향후에는 가스화력 발전, 수력, 원자력, 지역 및 주변국 간 전력망 연계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스화력 발전은 연료비가 석탄보다 훨씬 비싸고, 가스연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며, 석탄보다는 적지만 탄소를 배출한다는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수력(대수력, 양수 발전)은 유연성이 매우 좋은 발
전원이지만 부지 선정과 엄격한 환경평가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원자력은 제로 탄소배출이라는 청정에너지원이어서 전력 부문의 탄소배
출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건설부지의 가용성과 설비 안전성 등
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스화력, 수력, 원자력 등의 발전원
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
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성 간 송전선 연계 확대도 정부와 전력기업에 의해 지속되고
있지만, 기풍·기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실정이
다. 주된 원인은 장거리 HVDC 송전선 건설을 위한 투자부담이 매우 크
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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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전력망 연계의 경우에도 중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전력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고수해왔고, 주변 국가들과의 신뢰를 공
고히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에 중국정부가 동남아시아, 서남
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과 일대일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력망
연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
은 상황이다.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및 신뢰 증진 여하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전력망 연계 및 이를 통한 전력 융통도 증대할 것이다. 그
러나 이들 국가의 전력 공급지와 중국 내 주요 전력소비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어 장거리 송전선 건설에 따른 투자 사업성이 낮다는 한계를 갖
고 있다.
산업 부문은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전력화를 추진할 수 없는 부문이 존
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탄소배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는 현재 사용 중
인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설비들이 선진국에 비해 노후화 정도가 크지 않
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규 설비로 교체한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 제조업 기업들은 철강, 시멘트, 석유
화학 기초원료 등과 같은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야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산업용 폐자원의 활용 수준이 매우 저조하
기 때문에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부의 유인정책과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철강생산 방식에 있어서 중국은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전기로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기존의 고로에서 석탄과 철광석
을 넣어 고열로 철강을 생산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하게 된
다. 철강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철을 이용하는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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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체하거나,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거나, 기존 설비에 CCUS 설비
를 설치하는 방법이 활발히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그림 4-17

중국과 주요국의 철강생산 방식 비교(산소전로, 전기로)(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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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NEF(Dec.1, 2020), p.17

다음으로 수송 부문에서 중국의 탄소배출 감축 여건을 살펴본다. 그동
안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전기차 보급 및 관련 산업이 급성
장하고 있지만 전체 차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한 자릿
수에 머물고 있다. 전기차 보급은 기술적 요인보다 정부의 가격보조, 충
전인프라 확충, 표준화 및 규제제도, 전력 충전가격 등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전기차 관련 기술은 세계적 수준
이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분야는 한국을 비롯
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 수
소차는 장거리 중형 및 대형 트럭 부문에서 활발히 보급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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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공조 및 대응 전략
제1절 중국의 국제공조 전략

제2절 서방(미국,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양측 간 마찰요인
제3절 중국의 대서방 협력전략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에 있어서 중국은 특히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2018년 G20 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최선의 방안은 다자주의이며, 중국은 남남협력 강화와
더욱 친환경적인(greener) 일대일로를 통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적
극 참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125) 또한 2021년 1월에 열린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의제 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자주의 유지 및 실천을 강조하였다.126) 이러한 중국의 기
후 다자협력 강화 기조는 같은 해 2월 발표된 국무원의 ‘녹색 및 저탄소
순환 개발에 대한 지도 의견(Guiding Opinions on Green and Low
Carbon Circular Development)’에서도 확인되는데, 중국이 녹색개발
경로에 대한 포괄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
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선두에 서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127)
중국과 주요 선진국들 간의 관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탄소배
출 감축(탄소중립 실현)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중국과 유럽 정
상은 2018년 7월 ‘중국-유럽 정상 간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에 관한 공
동 성명(EU-China Leaders’ Statement on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를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결의를 보
여주었다. 또한 중국과 프랑스 정상이 서명한 ‘중국-프랑스 정상의 기후

125) Yu(2019), p.432.
126) Net, Xinhua(2021), “Full Text: Speical Address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the World
Economic Forum Virtual Event of the Davos Agenda,”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1/25/c_139696610.htm, (검색일: 2021.8.25.).
127)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2021), “Interpretation of Guiding Opinions on Green and
Low-Carbon Circular Development(State Council, February 2021)”, https://green-bri.org/
interpretation-of-guiding-opinions-on-green-and-low-carbon-circular-development-state-c
ouncil-february-2021/, (검색일: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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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공동성명’과 ‘중국-프랑스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베이징 이
니셔티브’를 통해 양국이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파리협정을 이
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2021년 4월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서 열린 중국-프랑스-독일 기후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해 EU-중국 간 기
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몬트리올 의
정서의 키갈리 수정안128)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여러 개의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실용적인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를 이끌기 위
한 미-중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1월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Joint Announcement on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Cooperation)을 발표해 중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 정점 달성 및 비화석에너지 비중 확대를 약속했으며,
2015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미-중 정상 공동선언(Joint Presidential
Statement on Climate Change)을 발표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2021년 4월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특사가 시에전화(解振华) 중국 기후특사와
기후변화 위기대응 공동성명을 내면서 미-중 간 기후변화 대화 채널 재
개에 합의하였다.
중국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 글로벌 기후 거버넌
스 협상 과정에서 국제 환경법 제정 및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
데, 상향식 접근방식이 채택된 2015년 파리협정에서 특히 각국의 오염 기

128) 키갈리 수정안은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안으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
사국 회의에서 합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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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져야 한다는 ‘공통
되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 반영을 주장했다.
이하에서는 중국정부의 후진국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남남
협력과 녹색 일대일로 전략, 그리고 미국과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양
측간 마찰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제공조 전략과 대
서방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제1절 중국의 국제공조 전략
1. 기후변화 남남협력
1) 현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은 중국 대외원조의 필수적
인 부분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한다. 1974년 UN에 의해 시작된 해외원조 프로그램인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南南合作)은 개도국 간 자원, 기술, 전문성, 지
식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협력체이다.129)
여기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도국으로서 다른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와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의

129) Bridge Consulting(2021), “China’s Progress and Growing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bridgebeijing.com/blogposts/chinas-progress-and-growing-role-in-sustainable-devel
opment/ (검색일: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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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자금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 남남협력 촉진
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기후협력 남남협력을 담
당했다가, 2018년에 ‘국제발전합작서(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CIDCA)’가 설립되면서 해외 원조 사업 전반이
CIDCA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남남협력은 2006년에 발표한 아프리카 정
책130)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술교류를 통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2009년에 발표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실행
계획(2010∼2012년)131)에서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9가지 개발협력 분야
를 명시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인적자원 훈련
과 함께 바이오가스, 태양광, 소규모 수력 발전소 등의 청정에너지 사업
지원을 약속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의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실행계획(2019∼2021년)132)은 아프리카에서 50여개의 녹색개발
및 생태환경 보호 사업 진행, 중국-아프리카 환경 협력 센터 설립, 중국아프리카 녹색 사절단 프로그램 강화 등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더
욱 세부적인 기후 대응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남협력 프레임워크 안
에서 기후변화에 관련한 실용적 협력을 심화해갈 것임을 강조한다.

13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06), “China’s African Policy”,
https://www.fmprc.gov.cn/zflt/eng/zgdfzzc/t481748.htm (검색일: 2021.8.26.).
13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09),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Sharm El Sheikh Action Plan(2010∼2012), https://www.fmprc.gov.cn/zflt/eng/
dsjbzjhy/hywj/t626387.htm (검색일: 2021.8.26.).
13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8),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Beijing Action Plan(2019∼2021),”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
805/t1593683.shtml (검색일: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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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지역 이외에도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 포
럼(China-CELAC Forum), 중국-아랍 협력 포럼(China-Arab States
Cooperation Forum) 등이 중국 남남협력의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2) 지원 내용
NDRC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기후변화 남남협력의 핵심 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전략적 계획, 저탄소 기술, 에너지효율 등에서 중국의 우
수사례를 현지에 공유·이전하는 것이다. <표 5-1>에 나타나듯이 중국 기
후변화 대응 관련 남남협력의 초창기인 2005년~2010년 동안의 지원은
대부분 기술, 제품, 설비 제공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지원 사
업 규모는 총 1억 8천만 달러였으며, 대부분이 기술, 제품, 설비 제공이
고, 8%만이 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133)
표 5-1

2005~2010년 중국의 기후변화 남남협력 지원 사업

기후변화
지원 유형

총 사업 수

연평균
사업 수

총 사업규모
(백만 USD)

평균 사업규모
(백만 USD)

연평균 사업규모
(백만 USD)

전체 사업 중
비중(%)

기술, 제품,
설비 제공

30

6

165

5.5

33

92

교육

85

17

15

0.18

3

8

총합

115

23

180

1.57

36

100

자료: Weigel(2016), p.15.

그러나 2015년에 중국은 UN과 남남협력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최하면서 ‘중국 남남협력 원조기금(China South-South Cooperation
133) Weigel(2016), p.1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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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Fund)’를 설립하고 200억 위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고, 남
남협력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같은 해에 중국은 개도국을 대상으
로 10개의 저탄소 시범구역 조성, 100개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프
로그램 진행, 1,000명의 기후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목적으
로 하는 기후변화 남남협력 ‘10-100-1,000’ 계획도 발표했다.134) 이
는 중국이 과거 물품 제공 중심의 지원에서 수혜국의 역량 강화 및 저
탄소 사업 진행 등으로 기후변화 남남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
를 보여준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등 20여개 이상의
국가들과 기후변화 남남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135) 중국이 자금을 지
원한 기후변화 대응 남남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라오스와 에
티오피아에 녹색 저탄소 전환을 위한 환경 보호 및 청정에너지 개발 사
업을 추진하고, 에티오피아에 소형인공위성 서비스를 제공해 재해 모니
터링·경고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그리고 미얀마에
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청정 취사기구
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3년~2018년 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5,000여 명의 개도국 인력을 대상으로 200여개의 교육훈련 프
로그램을 조직·운영하였다.136)

134)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8),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rd National Communication on Climate Change,” p.212., https://english.
mee.gov.cn/Resources/Reports/reports/201907/P020190702566752327206.pdf (검색일: 2021.
8.26.).
135) China Daily(2021), “South-South efforts key to climate work,” https://www.chinadaily.com.cn/
a/202104/24/WS60835a7aa31024ad0baba04a.html (검색일: 2021.8.31.)
136)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1),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New Era,” p. 33. http://english.www.gov.cn/archive/whitepaper/
202101/10/content_WS5ffa6bbbc6d0f72576943922.html (검색일: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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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기준, 중국은 남남협력 원조기금을 통해 82개의 사업을
14개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는데, 기금의 절반 이상은 농업개
발과 식량안보 및 빈곤 감소에 사용되었다.137) 2013년~2018년간 중국
자금을 통해 완료된 사업은 총 423개였다. 그 중 13개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10개, 바이오가스
사업이 1개, 소규모 수력 발전 사업이 2개였다.138)

2. 녹색 일대일로
1) 현황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면서 '실
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제창한 이후,
일대일로 협력문서에 서명하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140개 국가와 30여 개의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대부분의 참여국은 사하라이남 아
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이다.139)

137)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1), p. 17. 중국은 남남
협력을 통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 친화적 농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Weigel(2016), p.16.
138)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1), p. 15.
139)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2021), “Countri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https://green-bri.org/countries-of-the-belt-and-road-initiative-bri/ (검색일: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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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에 서명한 국가

Countri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gion

Year of MoU signature
Unclear
2013
2014

Sub-Saharan Africa

42

Europe & Central Asia

34

East Asia & Pacific

25

Latin America & Caribbean

18

Middle East & North Africa

17

South Asia

6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 Copyright 2021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 FISF Fudan
University, Shanghai

Number of countries with BRI MoU

150

100

By December 2021, 135 to 142 countries
have sign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s (MoU) with China to be

50

0

par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료: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2021), “Countri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https://green-bri.
org/countries-of-the-belt-and-road-initiative-bri/ (검색일: 2021.8.31.)

중국 내 관련 주요 정책 문건을 살펴보면, 2015년 발표된 ｢실크로드 경
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구축을 위한 비전과 행동(Visions
and Actions on Jointly Building Silk Road Economic Belt and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2015)｣은 “①투자와 무역에 있어서
생태적 진전을 촉진하고, ②환경보존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③생물다
양성을 보호하며, ④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⑤친환경적인 실크로
드 건설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140) 이후 2017년 4월과 5월
에 각각 발표된 ｢녹색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Guidance
on Promoting Green Belt and Road)(2017)｣”과 ｢일대일로 생태 및
환경 협력 계획(The Belt and Road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140) NDRC et al.(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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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Plan)(2017)｣도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녹색·저탄
소 개발 지원,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고려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일대일로 추진 방향을 2030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와 일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41)
녹색 일대일로의 핵심은 생태문명과 녹색발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녹색무역, 녹색 금융 및 투자, 녹색 기술 및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의 모
든 측면에 생태 및 환경 보호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생
태·환경 보호 협력을 위한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협력의 기반과 플랫폼 지원, 3~5년 내 생태·환경 위험 방지를 위한 정책
과 방안 이행, 생태·환경 보호 서비스 지원·보장 시스템 구축, 5~10년
내 핵심적 생태·환경보호 사업 이행과 긍정적 효과 달성 등을 목표로 내
세웠다(｢지도의견(2017)｣).142) 또한 2025년까지 생태문명 개념을 일대
일로에 통합하고,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소통(policy coordination), 인프라 연결(facilities connectivity), 원활
한 무역(unimpeded trade), 자금 융통(financial integration), 민심 상
통(people-to-people exchange),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영역에서 25개의 생태 및 환경 관련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계
획을 가지고 있다(｢협력 계획(2017)｣).143)

141) Coenen et al.(July 2020), p.7.
142) Belt and Road Portal(2017a).
143) Belt and Road Portal(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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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플랫폼
중국은 녹색 일대일로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다자·양자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7년에 처음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
상 포럼”은 일대일로 다자협력 추진의 주요 플랫폼으로 일대일로 협력국
가의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여한다. ‘녹색 실크로드’는 2019년에
개최된 제2차 정상 포럼에서 언급되었으며, 포럼의 결과로 “일대일로 녹
색발전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Green Development
on the Belt and Road, BRIGC)”이 설립되었다. BRIGC는 유엔환경기
구(UNEP)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녹색 일대일로 추진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일대일로 대상 협력국들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문, 재정지원 등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2021년 기준, 26개의 유엔회원국 환경부처를 비롯한 134개의 회
원이 참여하고 있다.144)
이 외에도 2019년에만 “일대일로 지속가능한 도시 연합(The Coalition
of Sustainable Cities on the Belt and Road)”, “기후변화에 대한 일대일
로 남남협력 이니셔티브(The Belt and Road South-South Cooperation
Initiative on Climate Change)”, “일대일로 녹색 냉방 이니셔티브(the
BRI Green Cooling Initiative)”, “일대일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BRI
Environmental Big Data Platform)”, “일대일로 녹색 조명 이니셔티브
(The BRI Green Lighting Initiative)” 등의 다양한 다자 협의체가 출범
하였다.145)
144) UNEP(2021),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ternational GReen Development Coalition(BRIGC).”
https://www.unep.org/regions/asia-and-pacific/regional-initiatives/belt-and-road-initiativeinternational-green (검색일: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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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녹색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 및 이니셔티브

플랫폼/이니셔티브

시작 연도

녹색 실크로드 사절단
프로그램

설명

2011

일대일로 협력국의 환경 공무원, 기술 인력, 학자 대상 역량 강화

일대일로 녹색개발
파트너십(CGGL)

2016

일대일로 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파트너십

일대일로를 위한 녹색
밸류체인 협력 플랫폼

2017

녹색 밸류체인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실크로드 NGO 협력
네트워크

2017,
2019

보건, 환경 보호, 공공 자선, 긴급 구조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로
2017, 2019년에 각각 개최

일대일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2019

일대일로에 관여된 국가들의 환경 데이터(생태 환경 보호, 법제, 기준, 환경 정
책, 관려 방안, 기술 교환, 산업 협력 등)를 제공하는 플랫폼

일대일로 녹색발전
국제연합(BRIGC)

2019

일대일로 녹색개발 달성에 대한 합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 다이얼로그
및 소통, 환경 정보, 녹색 기술 교환 및 이전 등을 위한 플랫폼

일대일로 지속가능한
도시 연합

2019

일대일로 협력국의 도시 간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심 개발을 위한 연합

기후변화에 대한 일대일로
남남협력 이니셔티브

2019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설립

일대일로 녹색 냉방
이니셔티브

2019

냉방 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녹색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

일대일로 녹색 조명
이니셔티브

2019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조명 관련 정책 및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일대일로 녹색 고잉아웃
(going-out) 이니셔티브

2019

해외 중국 기업의 투자에 관한 이니셔티브

일대일로 지속가능한 투자
촉진 시설 프로젝트(SIP)

2019

협력국의 발전 및 경제적 우선순위에 맞춘 지속가능한 투자 프로젝트로 에티오
피아에 시범 사업 진행

국제 녹색 산업 협력
플랫폼 그룹

계획 중

녹색 산업 협력, 녹색 기술 이전 및 교환, 기술 실증 및 상업화 등을 위한 플랫폼
구상 중

자료: Coenen et al.(July 2020), Appendix S1

한편, 중국 환경생태부가 2011년부터 시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녹색 실크로드 사절단 프로그램(Green Silk Road Envoys Program)”
은 기존의 환경 거버넌스 제도를 녹색 일대일로에 활용한 예이다. 동 프
로그램은 일대일로 협력국의 환경 공무원, 청소년, 학생, 기관 활동가 등

145) Coenen et al.(July 202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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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부터 공기 및 수질 오염 관리 등을
교육한다.146)
그러나 녹색 일대일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건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구축을 위한
비전과 행동(2015)｣, ｢녹색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2017)｣,
｢일대일로 생태 및 환경 협력 계획협력 계획(2017)｣ 등의 주요 정책 문
건에서도 환경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일대일로 거버넌
스의 주요 행동주체로서 자발적으로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제
적 기준과 협력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한다.147)
결과적으로 중국 측에서의 이행 구속력 부재는 일대일로의 지속가능
성이나 환경적 성과를 협력국의 환경 관련 법·제도 및 정치적 의지와 역
량에 맡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대일로 협력국의 대부분이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빠른 경제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개발도상국인 현실을 고려
했을 때, 중국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지원제
도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는 한, 녹색 일대일로를 통한 협력 개도국의 지
속가능발전 및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들어 일대일로 협력국 중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2020
년에 석탄화력 발전 폐지 또는 재검토를 발표하였고, 이집트와 케냐는
각각 2019년과 2020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연기하면서 협력국의 자
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148) 또한 2021년 들어

146) CCICED(2019), p.16.
147) Belt and Road Portal(2017a), “Guidance on Promoting Green Belt and Roa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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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와의 채무협상에서 중국이 탄광업 및 석탄화력 발전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 다소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
힌 데149) 이어 같은 해 9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향후
해외 석탄화력 발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150) 따라서
중국이 점차 자국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고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 노
력에 동참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일대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 중
심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 지원 내용
2021년 기준, 중국은 중국농업개발은행(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of China)을 통해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에 400억 달
러,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을 통해 1,100억 달러,
그 외 중국 금융기관들을 통해 3,500억 달러를 일대일로 사업에 투자하
였다.151) 모건 스탠리의 예측에 따르면, 일대일로 지출이 2027년에는
1.2~1.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152)

148)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2021), “China’s 14th five-year plan’s climate ambitions:
Can green finance help for a much-required over achievement of the targets?,” https://greenbri.org/chinas-14th-five-year-plans-climate-ambitions-can-green-finance-help-for-a-much
-required-overachievement-of-the-targets/ (검색일: 2021.8.24.).
149) FT(2021.3.11.), “China Turns its Back on Bangladesh BRI Coal Projects”, https://www.ft.com/
content/30840645-58d2-4da5-be05-f476623677d2 (검색일: 2021.8.24.).
150) 조준형(2021.09.22.), 시진핑 “해외에 석탄 사용 발전소 신규 건설 안하겠다”, 연합뉴스. https://www.
yna.co.kr/view/AKR20210922004600083 (검색일: 2021.10.11.).
151) Bridge Consulting(2021), “China’s Progress and Growing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bridgebeijing.com/blogposts/chinas-progress-and-growing-role-in-sustainable-devel
opment/ (검색일: 2021.8.24.).
15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1), “The Climate Challenge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s://www.cfr.org/blog/climate-challenge-and-chinas-belt-and-road-initiative (검색일: 2021.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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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의 투자 내역을 보았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녹색”
투자와는 거리가 있으며,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와의 일치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 실제로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자금조달의 70%153)
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해 진행되는 등 중국의 녹색 선언과는 달리 일
대일로 사업은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아
왔다.

그림 5-2

중국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은 일대일로 에너지 사업 분포

Coal
Other nonrenewable
(biomass,
gas/LNG, oil)
Renewable (wind,
solar, hydropower)
$ 10B
$ 50M

자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1), “The Climate Challenge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s://
www.cfr.org/blog/climate-challenge-and-chinas-belt-and-road-initiative (검색일: 2021.9.15.).

에너지 부문과 수송 부문은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투자 부문이며, 비
교적 최근까지 에너지 관련 자금 대부분이 비재생에너지원에 사용된 것
으로 파악된다. 2014년~2017년 동안 6대 중국 은행들에서 일대일로 협

153) Bridge Consulting(2021), “China’s Progress and Growing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bridgebeijing.com/blogposts/chinas-progress-and-growing-role-in-sustainable-devel
opment/ (검색일: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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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국가에 제공한 에너지 부문 관련 대출의 91%가 화석연료 사업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는 중국이 일대일로 대상 국가의 240여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2018년에는 에너지 부문 대출의 40%가 석
탄 사업에 투자되었다.154)

그림 5-3

2013~2020년 간 중국 일대일로의 에너지 투자 변화

Chinese energy investment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2013-2020
Subsector

Solar/Wind

Hydro

Gas

Oil

Coal

40K

Investments in Million USD

Solar/wind
Hydro

30K

Gas

20K

Oil

10K
Coal
0K

% of energy investments

100%

80%

60%

8.63%
22.17%

15.15%

23.53%

17.57%

18.70%

38.09%

35.44%

15.54%

30.34%

23.27%

9.06%

23.75%

18.81%

18.56%

2013

2014

34.75%

20.54%

15.59%

28.91%

31.81%

18.30%

16.87%

15.05%

19.13%

26.85%

2017

2018

2019

2020

24.29%
2015

22.74%

27.21%

46.32%

20%

0%

13.75%

23.08%

16.55%
9.80%

40%

10.61%
26.50%

2016

13.23%

자료: Nedopil(2021), p.10.

그러나 최근 들어 일대일로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석탄 화
력발전 지원이 감소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녹색금융국제연구
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Green Finance, CUFE)에 따르면, 2020년

15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1), “The Climate Challenge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s://www.cfr.org/blog/climate-challenge-and-chinas-belt-and-road-initiative (검색일: 2021.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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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의 일대일로 협력 국가에 투자된 금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54% 줄어든 470억 달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
지 투자 비중은 처음으로 전체 에너지 부문 투자액(200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 2019년의 38%에서 2020년 57%(수력 34.75%, 태양광22.74%)로
증가하였다.155) 현재까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투자한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는 파키스탄의 Karot Hydropower Plant, Suki Kinari
Hydropower Project, Dawood Wind Power Project와 남미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156)
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15년 46.32%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20년에 26.85%로 다시 크게 늘어
났다.157) 2020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발표된 바 없으며, 2019
년과 2020년 중국이 지원하기로 한 각각 220억 달러, 250억 달러 규모
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상태이다. 2021년 상반기
일대일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투자는 193억 달러였는데, 이중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58)

155) Nedopil(2021), p.3.
156) Bridge Consulting(2021), “China’s Progress and Growing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bridgebeijing.com/blogposts/chinas-progress-and-growing-role-in-sustainable-devel
opment/ (검색일: 2021.6.17.).
157) Nedopil(2021), p.3.
158)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2021), “Chin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nvestment.”
Report H1, 2021, https://green-bri.org/china-belt-and-road-initiative-bri-investment-reporth1-2021/ (검색일: 2021.6.17.).

제5장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공조 및 대응 전략 ❙ 173

제2절 서방(미국,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양측 간 마찰요인
1. 미국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마찰요인
1)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전략에서 갈등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는 중국과의 기후변화 이슈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는 트럼프 행
정부 4년 간 미국의 부재를 대신하여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던
중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개최
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
会)에서 “중국이 기후변화 국제협력 분야에서 운전자석(driver’s seat)

에 앉아 있으며,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참여국이자 공여국이며
선도국으로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
표하면서 중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159)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
령의 ‘미국 최우선주의’로 인해 발생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다자협력체제에서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160)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2021년 4월의 ‘기후정상회
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일부 선진국 중심의 선도그룹이 아니라 UN
중심의 다자협력체제에 기초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
159) China Today(Oct. 23, 2017.), “CPC's governance wisdom leading China to bigger role in global
development,” http://www.chinatoday.com.cn/english/spc/2017-10/23/content_749451.htm
(검색일: 2021.8.31.).
160) Barkin, N. and Piper, E.(Jan.18,2017.), “In Davos, Xi Makes Case for Chinese Leadership Role.”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davos-meeting-china-idUSKBN15118V, (검색일: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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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 미국의 선도적 역할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161)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공동의 의무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162) 중국의 감축
목표 상향 조정을 희망했던 미국의 요청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163)
이러한 양국의 갈등은 2021년 9월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의 두 번
째 중국 방문에서도 관찰되었다. 미국 측은 파리협정의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양국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국 측에 온
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고,164) 해외 석탄화력발
전소 건설에 대한 자금 조달 중단 등을 요청하였다.165)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압력이 아니라 중국의 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양국 간의 상호존중과 평등한 관계 구축

161) Net, Xinhua(Apr.22, 2021.), “Full Text: Remarks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Leaders
Summit on Climate,”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4/22/c_139899289.htm, (검색
일: 2021.9.12.).
162) ibid.
163)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기후특사(Special Envoy on Climate Change)인 존 케리(John Kerry)는 중국
을 방문하여 중국 기후변화 특사인 셰젠화(解振华)는 회담을 가지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0
년대에 목표치를 상향하는 강화된 기후조치를 취한다(In that regard, they are committed to pursuing
such efforts, including by taking enhanced climate actions that raise ambition in the 2020s in
the context of the Paris Agreement...)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공동성명(Joint Statement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을 발표함(U.S. Department of State(Apr.17, 2021.), “U.S. China
Joint Statement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https://www.state.gov/u-s-china-joint-statementaddressing-the-climate-crisis/, (검색일: 2021.9.12.).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은 상향된 감축목표를 발표하였으나, 중국은 기존 목표(2030년 이전 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 실현)를 유지함.
164) Nilsen, E.(Sept.3, 2021.), “John Kerry is Pushing China to Do More on Climate. Beijing is Pushing
Back,” CNN. https://edition.cnn.com/2021/09/03/politics/john-kerry-climate-china/index.html,
(검색일: 2021.9.12.).
165) Economist(Sept. 4, 2021.), “America Wats China to End Support for Coal Projects Abroad,”
https://www.economist.com/china/2021/09/04/america-wants-china-to-end-support-for-co
al-projects-abroad, (검색일: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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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되어야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차를
보였다.166) 이후, 극적으로 미-중 양국은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를
도출했으나,167)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기후변화 이슈가 미-중 양국
의 협력을 이끌어 낼 분야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외에 경제와 연계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
화 정책은 중국과 보다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168) 환경문제를 통
상정책의 우선순위 의제로 설정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환경오염 유발 국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169) 중국과의 경쟁 혹은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일견에서는 미-중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양국이 공통의 관심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후변화 대응분야가 비
교적 미-중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
다.170) 파리협정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1,2위의

166) Kuo, L. and Dennis, B. (Sept.2, 2021.), “Kerry Calls on China to do More to Tackle Climate
Change Crisis as China Warns U.S. Pressure Will Derail Cooperation,”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climate-change-kerry-china/2021/09/0
2/65291fde-0b93-11ec-a7c8-61bb7b3bf628_story.html, (검색일: 2021.9.12.).
167) Revill and Holland(Oct. 7, 2021.). “Biden, Xi Plan U.S.-China Virtual Summit Before Year’s End,
U.S. Says.”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us-says-agreed-with-china-virtualbiden-xi-summit-before-years-end-2021-10-06/. (검색일 2021.10.11.).
168) The White House(Jan. 27, 2021.),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7/executiveorder-on-tackling-the-climate-crisis-at-home-and-abroad/ (검색일: 2021.9.12.).
169)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Jun. 23,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170) Global Times(Dec. 16, 2020.), “Climate Change a Must-Cooperate Field for U.S., China.” https://
www.globaltimes.cn/content/1210154.shtml (검색일: 20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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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탄소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개발 관련 기술이 양국의 경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171) 그 이유는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
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최대한 차단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미-중간 잠재적 마찰요인
가)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비판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분야 중 하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 문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통해 전 세계 화
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고,172)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기후정상회의173)와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금융지원
중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174)

171) Deborah Lehr(Mar.20, 2021.), “Even Climate Change Is a Fraught Area for US-China Cooperation,”
https://thediplomat.com/2021/03/even-climate-change-is-a-fraught-area-for-us-chinacooperation/, (검색일: 2021.9.13.).
172) Swaminathan, A.(Feb.25, 2020.), “China Issue: The New Silk Road,” Yahoo!finance, https://finance.
yahoo.com/news/biden-china-climate-change-new-silk-road-143657484.html(검색일:
2021.9.3.).
173) Dennis, B., Eilperin, J., Mufson, S.(Apr. 22, 2021.), “Biden Spells out U.S. Climate Goal, Urges
Other World Leaders to Go Big,”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climateenvironment/2021/04/22/biden-climate-summit/(검색일: 2021.9.3.).
174) Mathiesen, K. (June 13, 2021.), “U.S. and Japan Leave G7 Stuck on Coal,” Politico, https://www.
politico.eu/article/us-and-japan-g7-block-deal-on-coal/(검색일: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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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의 ‘일대
일로(一帶一路) 구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금 지원이 화석연료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정부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지속
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과 파리협
정 준수에 기여하고 있다고 공언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와
미국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의 국제개발정책센터(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
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6개 주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에너지 분야 대출의
91%가 화석연료 사업에 집중되었으며,175) 비록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점
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0년까지 여전히 에너지 분야 투자의 약
42%가 화석연료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76)
그러나 최근 들어 에너지 분야 투자에서의 방향 전환이 관찰되고 있
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일대일로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2019
년 대비 54% 감소한 470억 달러였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오
히려 전체 에너지 분야 투자액 200억 달러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하
였다.177) 2021년 상반기까지의 투자 현황을 살펴봐도 석탄사업에 대한

175) 중국은행(中国銀行), 중국공상은행(中国工商銀行), 중국건설은행(中国建设银行), 중국농업은행(中国农
业银行), 중국교통은행(中國交通銀行), 우정저축은행(中國郵儲銀行); Zhou, L. et.al.(2018), “Moving
the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From Words to Actions,” World Resources Institute & Boston
University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https://www.bu.edu/gdp/files/2018/11/GDPand-WRI-BRI-MovingtheGreenbelt.pdf, p.3. (검색일: 2021.9.7.).
176) 2018년에는 55.92%, 2019년에는 61.18%, 2020년에는 42.51%를 기록함. Nedopil, C.(Jan 2021.),
“China’s Investment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in 202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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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78) 이 같은 변화가 지속적으
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보아야겠으나, 적어도 중국정부가 에너지 분야
에서의 투자 행태를 둘러싼 서방국가들의 비난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른 서방국가들과 더불어 2021년 4월 개
최된 기후정상회의와 2021년 6월 개최된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G7 등
주요국들이 해외 석탄화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자금 조달을 중단함으
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을 거
세게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항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건강 및 의료보장,
양성평등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더 나
은 세계 재건(The Build Back Better World, B3W)’ 구상을 제안하였
다.179) 이에 따라 미국 및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기존의 개발금융과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구
축할 계획이다.180)
최근까지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진행된 석탄화력 발전
사업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대일로 기금을

177) ibid. p.10.
178) Nedopil, C. (July 2021), “China’s Investment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Report H1
2021, p.9. https://green-bri.org/wp-content/uploads/2021/07/21_07_22_BRI-Investment-ReportH1-2021.pdf, (검색일: 2021.9.7.).
179) The White House(Jun. 12, 2021.),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G7 Leaders Launch Build Back
Better World (B3W) Partnership,”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
2021/06/12/fact-sheet-president-biden-and-g7-leaders-launch-build-back-better-world-b3wpartnership/, (검색일: 2021.9.5.).
180) Holland, S. and Faulconbridge, G.(June 13, 2021.), “G7 Rivals China with Grand Infrastructure
Plan,”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g7-counter-chinas-belt-road-with-infrastructureproject-senior-us-official-2021-06-12/, (검색일: 2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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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 대다수 국가가 전력 공급 부족과 전력 접근성 문제로 경제성장
과 삶의 질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방국가들의 주장처
럼 무조건 석탄화력 발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다. 대신에 중국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사업을 진행하되, 초임계압(super
critical) 또는 초초임계압(ultral super critical)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청정하게 석탄화력 발전을 이용하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대일
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사업의 상당수가 ‘초
임계압’ 또는 ‘초초임계압’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81)
그러나 2021년 9월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돌연 신
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182) 전 세계 석
탄화력발전 사업의 약 70%가 중국의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183) 중국의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은 기후변화 대
응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G7과 G20,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와 오커스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 등을 통해 세력

181) ‘SSRL Thar SEC 석탄화력 발전사업(파키스탄, 발전설비용량 1,320MW)’, ‘CPHGC 석탄화력 발전사업
(파키스탄, 발전설비용량 1,320MW)’, ‘Sahiwal 석탄화력 발전사업(파키스탄, 발전설비용량 1,320MW)’,
‘Port Qasim 전력 프로젝트(파키스탄, 발전설비용량 1,320MW)’, ‘Hassyan 청정석탄 프로젝트(UAE, 발
전설비용량 2,400MW)’ 등의 사업에서 ‘초임계압’ 또는 ‘초초임계압’ 기술이 활용됨. Bhusan, B.(Une
12, 2020.), “Biggest Power Plants under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ower
Technology. https://www.power-technology.com/features/biggest-power-plants-chinas-beltroad-initiative/(검색일: 2021.9.9.).
182) Brant, R.(Sept. 22, 2021.), “China Pledges to Stop Building New Coal Energy Plants Abroad.” BBC
News.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8647481. (검색일: 2021.10.10.).
183) Han, J. and Wang, C.W..(Apr.27, 2021.). “China’s Coal Investments Phase-Out in BRI Countries–
Bangladesh Case.” https://greenfdc.org/chinas-coal-investments-phase-out-in-bri-countriesbangladesh-case/ (검색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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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합하여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
국이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21
년 10월 개최된 제5차 국가에너지회의(国家能源委员会)에서 최근 발생
한 중국내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낙후된 화력발전소를 현대화된 설비
로 교체하고 해외 석탄 확보를 위해 몽골 정부와 석탄교역 확대를 제안
하는 등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중국정부의 해외 석탄화력 발전설비 건설
사업 중단 발표가 반쪽짜리 선언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184) 일
단, 이러한 중국정부의 선언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나) 청정에너지 기술분야에서 대립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
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도 역시 양국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동안 중국은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 하에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중국정부는 탈황 석탄 발전의
표준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와 세액공
제, 저리 대출 등의 파격적인 지원 제도를 통해 자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을 육성해 왔다. 그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세
계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육박하였고, 미국에서 조립된 태양광 패널

184) 国务院(2021.10.9.). 国家能源委员会及其会议(全文). http://www.zgykjs.com/a/guonei/4072.html.
(검색일: 2021.10.7.); Reuters(Oct.13, 2021.). “China’s Premier Li Says Would Like to Grow Coal
Trade with Mongolia.“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coal-idAFL4N2R9034.(검색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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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60%를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등 단 시일 내에 시장 지배력을 확
보할 수 있었다.185)
또한 최근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인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신에
너지 자동차 제조 기술력 강화에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로 신에너지 자
동차의 연간 판매량은 2019년 약 121만대로 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186)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인 BYD,
웨이라이(蔚来), 샤오펑(小鹏), 리샹(理想) 등은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넓
혀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 10월에 발표한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
지자동차 기술로드맵 2.0’에서 ‘3종 3횡(三纵三横)187)’에 대한 연구개발
을 강화하여 2025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신에너지 자동차의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188)
이렇게 청정에너지 제품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려
는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
을 통해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전략광물, 의약품 등 4
개의 핵심 품목과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여
대응 방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185) Statista(Apr. 21, 2021.), “China Dominates All Steps of Solar Panel Production,” https://www.
statista.com/chart/24687/solar-panel-global-market-shares-by-production-steps/, (검색일:
2021.9.10.).
186) KOTRA 중국 선양무역관(2020.11.12.),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 통과,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
dataIdx=185585, (검색일: 2021.9.7.).
187) ‘3종(三纵)’은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를 의미함. ‘3횡(三横)’은 배터리
와 전기차 관리 시스템, 모터드라이브와 전기전자, 커넥티트화와 스마트화를 의미함.
188) 国工业和信息化部(2020.10.27.), 《节能与新能源汽车技术路线图2.0》正式发布, https://www.miit.gov.
cn/jgsj/zbys/qcgy/art/2020/art_7eea943abda746339d899bd5fd520c92.html, (검색일: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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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광물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제품·재료에 있어서 중국
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89) 이를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미국 자체적인 생산 능력 제고를 통해 미
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경쟁력을 갖춘 동맹국과
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다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190)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정부는 핵심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혁
신을 통해 미국의 견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는 2021년 3월 발표된 14.5규획에도 나타나 있는데, 중국정부는 미국과
의 대립 구도 속에서도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
학기술 자주 혁신과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주도 성장
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191) 특히, 중국정부는 금번 14.5규
획에서 핵심 기술, 핵심 부품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급망 구축
을 통하여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자립(自立)과 자강(自强)에 기초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은
14.5규획 기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녹색발전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이므로 정부 주도 하

189) The White House(Feb.24, 2021.),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 https://www.
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2/24/executive-order-on-america
s-supply-chains/, (검색일: 2021.9.10.). The White House(Jun.8, 2021. ),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6/100-day-supply-chain-review-re
port.pdf, pp. (검색일: 2021.9.10.).
190) 中国政府网(2021.3.1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http://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 (검색일: 2021.9.10.).
19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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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수소 등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
서 기술 고도화와 자국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미-중 양국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사실상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는 앞으로 양국의 첨예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다.

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추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EU에 이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미국시장으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상
품에 대해 조정 수수료나 쿼터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였고,192) 실제 바
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통상 의제보고서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를 보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통상정책에 CBAM의 도입을 고려 중”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193) 중국은

EU와 미국의 CBAM 도입이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위배되며,

192) Levy, M.(Nov.14, 2020.), “President-Elect Biden Supports a “Carbon Enforcement Mechanism” –
Could that Mean a Price on Carbon?,“ Harvard University Environmental & Energy Law
Program, https://eelp.law.harvard.edu/2020/11/president-elect-biden-supports-a-carbonenforcement-mechanism-could-that-mean-a-price-on-carbon/, (검색일: 2021.9.12.).
193)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1.),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p.3.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Trade%20Agenda/
Online%20PDF%202021%20Trade%20Policy%20Agenda%20and%202020%20Annual%20Report.
pdf (검색일: 2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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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CBAM를 통해 개도국에게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94) 하지만 미국의 경우 국익 보호
측면에서 미국 국내법인 ‘무역법(The Trade Act of 1974)’의 제301조
를195) 근거로 교역상대국에게 보복조치를 해 온 이전의 사례들을 비추
어 WTO 협정의 위배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CBAM을 도입할 가
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CBAM 도입은 구체적으로 추진되
지 않는 듯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수차례 에너지와 연계하여 CBAM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196)을 시도하였다가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의 CBAM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
부가 CBAM 도입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회복, 특히 중국 견제의 수단으
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할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미국 내 정치
적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CBAM 도입이 실제 중국을 상대로 얼마만큼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앞서 CBAM 도
입을 확정한 EU의 결정에 대하여 중국 칭화대학(清华大学)이 발간한 보

194) Xu, M. and Stanway, D.(July 26, 2021.), “China Says EU’s Planned Carbon Border Tax Violates
Trade Principles,”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china-saysecs-carbon-border-tax-is-expanding-climate-issues-trade-2021-07-26/, (검색일: 2021.9.12.).
195) 同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의 부당하고(unjustifiable), 합리적이지 않으며(unreasonable),
차별적인(discriminatory) 행위에 대해 관세부과를 비롯한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196) 2007년 ‘저탄소기본법(Low Carbon Economy Act)’, 2009년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2014년 ‘미국기회탄소요금법(American Opportunity Fee Act)’, 2019년
‘에너지혁신탄소배당금법(Energy Innovation and Carbon Dividend Act)’ 등을 통해 탄소국경조정메
커니즘(CBAM) 도입에 관한 발의가 진행되었으나, 입법에는 실패함.

제5장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공조 및 대응 전략 ❙ 185

고서에 따르면, EU의 CBAM 도입이 EU와의 탄소집약도 차이가 큰 중국
의 철강, 시멘트 분야에는 타격을 주겠지만, 다른 분야로 확대·적용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수출과 GDP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
였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수출정책 조정,197) 자원 재배치198), △중국
ETS(Emissions Trading System) 적용 분야 확대, EU ETS와 중국 ETS
의 연계 등을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조치로 언급하면서 중국정부
의 이러한 조치가 EU의 CBAM 효과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199)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CBAM을 도입할지는 미
지수이지만, EU의 CBAM 도입에 따른 중국의 반응과 파급효과를 관찰
한 후,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3.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의 재원
으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주
당 중심으로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국경세 부과를
골자로 한 법안(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이 발의되는
등 정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200) 바이든 행

197)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정부가 특정 분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
관세 면제 또는 리베이트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에너지집약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저해할 것이라고 평가함.
198) 중국은 일부 수력 발전 등 청정 발전원을 통해 생산된 알루미늄은 EU에 수출하고, 나머지 대다수 석탄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알루미늄은 자국 시장 또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제3국 시장으로 공급
하는 등의 자원 재배치 방법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제적 영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199) Kardish, C. et. al.(2021),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and China:
Unpacking Options on Policy Design, Potential Responses, and Possible Impacts,” https://climate
cooperation.cn/wp-content/uploads/2021/08/The-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
m-CBAM-and-China-5.pdf pp.18∼19, (검색일: 2021.9.13.).
200) Financial Times(July 14, 2021.), “Democrats Eye Carbon Border Tax to Help Fund $3.5tn Spending
Package,” https://www.ft.com/content/c69e21a6-d234-4fe0-87f4-4c2fa05ab74a, (검색일: 2021.
9.10.); Govtrack(July19, 2021.),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https://www.govtrack.
us/congress/bills/117/s2378/text, (검색일: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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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BAM 도입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CBAM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 미-중 양국 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마찰요인
1) EU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 전략
EU는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서 글로
벌 탄소제로 및 녹색 밸류체인(value chain)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녹색
전환을 돕고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밸류체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EU 집
1 기후 및 환경 문제를 아프리카와의 양자 협력에서 핵심 이
행위원회는 ◯
2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와 접
슈로 선정, ◯
3 폴란드 포즈난(Poznan) 정상회의 이후 서발칸 반도의 그린 아젠다
촉. ◯
4 라틴아메리카지역, 카리브해지역, 아태지역, 그리고 개별국가
설정201), ◯

들과 녹색연합(Green Alliance) 구축 등의 기본 조치를 수행했다.202)
특히, 유럽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통과로 EU는 세계 최초
로 탄소 국경세를 통상 수단으로 삼는 국가 그룹이 되었으며, 이는 국제
통상의 탈탄소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는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하는 차원에서 솔선하여 기후변화
입법을 추진해 기후변화 법률의 선행자가 되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201) European Commission(July 5, 2019.), “Western Balkans Summit in Poznan: strengthening links
within the region and with the EU,”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
IP_19_3669 (검색일: 2021.10.10.)
202) European Commission(2021). “Green Alliances and Partnership.” https://ec.europa.eu/internationalpartnerships/topics/green-deal_en. (검색일: 2021.10.7.)

제5장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공조 및 대응 전략 ❙ 187

유럽의회는 2020년 3월 4일 유럽기후법 초안을 공포하고, 2020년 3월
10일 ‘유럽을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을,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순환 경제 실행계획'(The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각각 발표했다.203) 이러한 정책
및 실행 계획은 유럽 경제가 기후 중립 및 디지털화로 전환하도록 돕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6월 28일 EU
각료이사회가 유럽기후법을 승인하면서 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는
데,204) 이는 유럽이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법적
으로 기록함으로써 향후 다른 국가가 입법에 참조를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EU는 녹색 금융 및 녹색 표준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
고자 한다. ‘EU 분류체계 규정 (EU Taxonomy Regulation)’은 2020년
7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와 회복이라는 6가지 환경 목표를 설정했다.205)
EU는 2012년 4월 21일 ‘EU 기후 분류체계 위임법률(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을 채택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크게 기

203) CEPS(2021). “The New Industrial Strategy for Hydrogen: Towards a Resilient and Sustainable PostPandemic Recovery.” https://www.ceps.eu/wp-content/uploads/2020/12/Proposal-ProspectusIndustrial-Policy-Task-Force.pdf. (검색일: 2021.10.7.).
204)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2021.07.07.),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확정, https://
overseas.mofa.go.kr/be-ko/brd/m_7565/view.do?seq=1300315&srchFr=&amp;srchTo=&amp;s
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
ompany_cd=&amp;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10.10.).
205) European Commission(2021).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https://ec.europa.eu/info/
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검색일: 2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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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기술 표준을 제공하였다.206) 이는
유럽 금융 영역의 새로운 관리·감독 틀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EU
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EU
분류체계 규정 및 관련 법률은 참여자 및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공개하
기 위한 분류 기준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후 투자 및 자금 조달 시에 참조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2) EU-중국의 잠재적 마찰 요인
유럽과 중국의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추진은 다양한 경쟁과 도전에 직
면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EU-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매우 중요하다.

가) 탄소중립 기술 경쟁 및 협력
탄소중립 경제의 핵심 산업이 중국과 유럽 간 경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디지털+에너지 인터넷 기술(녹색 IOT, 텔레매틱스, 공유 마이
크로 그리드, 혁신적 에너지 인터넷), 청정소재(산업용 열탈탄소, 저탄소
건자재 등), 신흥 핵심 전략자원 및 개발 기술(희토류, 리튬 광석 등), 청
정교통기술(순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신형 자동차 칩 부품 등), 탄소
제로 산업체인, 탄소흡수원, 탄소포집･저장(CCS) 및 블루 수소와 같은
배출흡수기술(Negative emission technology) 등이 이에 포함된다.

206) IFLR(July 20, 2021.). “Supporting Sustainable Investment with the EU Taxonomy.” https://www.iflr.
com/article/b1sq3qs34h5t9f/supporting-sustainable-investment-with-the-eu-taxonomy. (검색일:
2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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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들 가운데 국가 간 에너지 인터넷 구축(발전소, 전력망, 송
배전 표준 등)과 청정에너지에 필요한 핵심광물이 양측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유럽 국가들은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서 경쟁하
고 있는데, 그린 수소를 예로 들면 유럽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에는 Siemens, ThyssenKrupp, Sunfire 등
과 같은 강력한 기술적 강점을 가진 전기분해 장비 제조업체가 있으며
EU 내에서 그린 수소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국 역시 수
소 에너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요소로 삼기 때문에 향후 그린수소
분야에서도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서방과 기술협력을 해 온 형태를 보면, 일단, 자국
의 거대한 시장을 유인수단으로 삼아서 자국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중국
내 직접투자 형태로 도입하고, 이후에 중국정부의 인적·물적·행정적 지
원을 토대로 자국 기업으로 하여금 동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서 자체 생
산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또한 중국정부와 기업들은 전 세계적
으로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글로
벌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과 비교해서
격차를 보이는 기술은 앞서 언급한 기술협력 전략을 통해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EU는 중국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
를 계속 유지·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이러한 설비와 기술의 대
중국 투자 및 판매를 증대시키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EU는 중국과
의 양자 및 다자협상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동참 및 신뢰할 수 있는 행동·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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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중국은 자국에게 필요한 서방의 기술을 거대한 판매시장을 유인
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중국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양자 또는 다자
간 R&D 사업을 제안·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나) 해외 에너지 투자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G7이 합의한 국제 인프라 투자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계획과 같이 글로벌 녹색 금융 및 인프라 투
자 분야에서 유럽과 중국의 경쟁이 가능하다. EU가 2019년에 발표한
‘EU-중국 전략 전망’은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며 EU의 경제적 경쟁자로 인식해야 한
다고 지적한 바 있다.207) 청정에너지, 청정 교통·운수, 청정 산업공정 및
청정 소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유럽이 향후 해외 인프라 투
자를 추진하면서 녹색경제,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지원(녹색일대일로, 녹
색 금융지원 등), 지적 재산권 및 기술 이전, 탄소국경 제도 등의 영역에
서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일대일로는 녹색개발을 강조하고는 있
으나 실제로 협력국의 탄소중립 및 녹색개발에 기여한 바는 적으며, 오
히려 탄소 배출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어느 지역보다 탈
석탄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은 중국의 석탄 수출 보조금, 석탄 오
염 아웃소싱, 일대일로 지역의 석탄 집약적 산업시설 이전 등에 대해 여

207) European Commission(2019), “EU-China – A strategic Outlook,” p.1. https://ec.europa.eu/info/
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eu-china-a-strategic-outlook.pdf, (검색일: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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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례 비판해 왔다.208) 2021년 G7 국가 및 한국도 해외 신규 석탄산
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한 만큼 세계적으로 해외 에너지 투자에서의
탈석탄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선진국이 중심이 되는 개
도국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면서 유럽과 중국의 해외 에너지 인프
라, 특히 석탄산업 투자에 대한 갈등은 커질 수 있다.

다) EU 탄소국경세로 인한 무역마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은 현재 개도국의 큰 관심을 끌
고 있다. CBAM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품 간의 탄소세
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동시에 유럽의 산업경
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탄소세 국경조정에 대한 내용은 2019년 발
표된 유럽 그린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1년 3월 유럽의회에 의해
결의문이 통과되었고, 2021년 7월 EU 집행위가 탄소 관세에 관한 세계
최초의 법령을 제안한 ‘Fit-for-55’라는 일괄 법안을 통과시켜 CBAM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209)
CBAM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부터 탄소누출이 높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제품들을 대상으로 조정제도가 점진적
으로 도입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재정적 조정 의무 없
이 제품의 탄소 배출 정보만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CBAM이 본격 시행되

208) FT(July 6, 2021.),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Should Stop Financing New Coal Power,”
https://www.ft.com/content/22f97b67-a1ff-477b-981c-ee54d5c895d5 (검색일: 2021.9.13.).
209) European Commission(July 14, 2021).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
1DC0550 (검색일: 20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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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6년부터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양과 그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그에 맞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EU 수입업자
들은 중국과 같은 비EU 생산자로부터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제품 별 기
본 배출량을 적용해 CBAM 인증서 구매량을 계산하게 된다.210)
Eurostat에 따르면, 중국은 2018~2020년 평균 EU의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서 각각 13.2%, 8.6%를 차지해 러시아 다음으로 큰 주요 수출국
의 위치에 있다.211) 따라서 CBAM의 도입에 따라 중국의 대EU 철강, 알루
미늄 수출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BAM
초안이 발표된 2021년 7월 중국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 대변인은
‘CBAM 도입은 기후변화 이슈를 무역 분야로 일방적으로 끌고 오는 것
에 해당하며 WTO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상
호 신뢰와 경제성장 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
였다.212) 중국은 탄소 국경세의 필요성, WTO 무역 원칙과의 양립 가능
여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심화, 파리협정의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및 각국의 능력에 따른 ‘자
발적 기여’라는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EU의 CBAM
도입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10) European Commission(July 14,2021.),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Questions and
Answer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3661 (검색일: 2021.
9.13.)
211) Eurostat 2차 인용; 에너지경제연구원(2021c), 유럽 그린딜 내 탄소국경세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원내 세미나 발표자료.
212) Reuters(July 26, 2021.), “China says EU’s planned carbon border tax violates trade principles.”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china-says-ecs-carbon-border-taxis-expanding-climate-issues-trade-2021-07-26/ (검색일 20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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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대서방 협력전략
1. 중국의 대미국 협력 가능 분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경색 국
면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마저 양국의 갈등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분야가 그나마 잠재적으로 양국이 협
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소수의 분야 중 하나라는 점이다. 여기서는 아
직까지 미국-중국 양국 간의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
황에서 향후 양국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1) 청정에너지 기술
비록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중간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양국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 기술, 특히 현재 프로토타입(prototype)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
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
다. IEA는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 보고서(Net-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에서 2030년까지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이미 상용화된 청정에너지 기술을 통해 감축이 가능하지
만, 2050년에는 현재 시점에서 프로토타입(prototype)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술이 배출량 저감의 50%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13)
구체적으로 IEA는 2020~2050년 기간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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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기여를 할 기술로 첨단 배터리, 수소 전해조, 직접 공기포집·저장
기술을 언급하며 이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 보급 확대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214)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
응의 핵심기술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집중하는 것들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기후 태스크포스(National
Climate Task Force)를 조직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R&D) 방
향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미국의 기후대응 기술의 경쟁력 제고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태스크포스(TF) 내 기후혁신 실무그룹(Climate
Innovation Working Group)을 발족하였다. 기후혁신 실무그룹(Climate
Innovation Working Group)은 향후 미국이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해
야 할 게임체인저(game changing) 기술 분야로 △탄소중립 건축자재를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무탄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 △기존 기술
대비 경제성을 확보한(약 1/10 가격 수준) 에너지저장기술, △무탄소 발
전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이고 공급하기 위하여 전력망을 고도
화하고 효율적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저 비용으로 무탄소
육상수송 시스템과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냉매
(refrigerants)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냉·난방 설비를 생산하는 기술,
△철강, 콘크리트 및 기타 주요 산업제품 생산과정에서 탄소 포집을 통
하여 산업공정 및 열처리 공정의 무탄소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
개질을 통해 생산된 블루 수소 대비 경제적인 가격으로 그린수소를 생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지하

213)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1), Net-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2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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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농업 및 식물학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직
접 공기포집 시스템과 기존 산업설비 및 발전설비 개조를 통해 이산화탄
소를 포집하여 대체 상품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지하에 영구적으로 격리
시키는 기술, △항공기와 선박 분야의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개발 기술
및 연비개선 기술 등 10개 분야를 제시하였다.215)
미국정부는 기후혁신 실무그룹을 통해 제시된 10개 게임체인저 기술
영역에서의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하여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Energy, ARPA-E)의 ‘OPEN 2021’ 기금을 통해 최대 1억 달
러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216) ARPA-E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청정
에너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기금으로 총 24억 달러를 투입하여
청정에너지 분야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하는데 기여하였다.217)
동시에 미국정부는 ‘미션 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MI)218)’
을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219) 미국을 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청정에너지

215) The White House(Feb. 11, 2021.), “Biden-Harris Administration Launches American Innovation
Effort to Create Jobs and Tackle the Climate Crisi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2/11/biden-harris-administration-launches-american-inno
vation-effort-to-create-jobs-and-tackle-the-climate-crisis/, (검색일: 2021.9.10.).
216) DOE(The Department of Energy)(Feb. 11, 2021.), “DOE Announces $100 Million for Transformative
Clean Energy Solutions.” https://www.energy.gov/articles/doe-announces-100-million- transformativeclean-energy-solutions, (검색일: 2021.9.10.).
217) ibid.
218) ‘미션 이노베이션(MI)은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보급 확대
를 목적으로 2015년 미국 주도로 설립된 협의체로 △스마트그리드, △오프그리드,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바이오에너지, △햇빛전환, △청정에너지재료, △냉·난방, △수소 분야에서의 혁신 도전
과제를 발굴하여 회원국 간 양·다자차원의 국제공동연구를 주요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219) 미국은 기후정상회의에 개최를 계기로 향후 4년 간 청정에너지 혁신기금을 4배 확대하여 글로벌 차원의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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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기술의 발굴과 상용화 연구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20) 이
러한 미국의 시도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효율적
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중국정부 역시 최근 발표한 ‘새로운 시대 중국의 에너지발전(新时代
的中国能源发展)’ 문건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저탄소 발전을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기술의
혁신과 유망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차세대 원전 기술, △신에너
지 자동차 기술, △스마트그리드 기술, △스마트 석탄 채굴 기술, △보
다 효율적이고 청정한 방법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 △수소 에너지 개발·운송·저장·활용 기술, △보다 효율적이
고 스마트하며 청정한 방법으로 석탄을 생산·이용하기 위한 기술(예:
석탄액화기술(Coal-to-Liquid), 석탄가스화 기술(Coal-to-Gas)) 등을
향후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제시하면서 산-학-연 연구개
발 플랫폼을 중심으로 에너지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221) 이와 연계하여 2021년 1월, 중국

220) The White House(Apr.23, 2021.), “FACT SHEET: President Biden’s Leaders Summit on Climat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3/fact-sheet-presi
dent-bidens-leaders-summit-on-climate/, (검색일: 2021.9.10.).
221) 国务院(2020.12.),《新时代的中国能源发展》白皮书, http://www.gov.cn/zhengce/2020-12/21/content_
5571916.htm, (검색일: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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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中国能源集团公司)는 산하 기업인 중국선화에너지(中国神
华能源股份有限公司),궈화에너지투자공사(国华能源投资有限公司)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에너
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0억 2천만 위안 규모의
’신에너지산업투자기금(新能源产业投资基金)을 설립하는 등222) 탄소중
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협
력은 기술패권을 향한 경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청정에너지 기술은 비교적 양국이 활발하게 협력을 지속해오던 분
야였다. 그러나 최근 미-중 정부 간의 기술패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지속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이 정부주도의 하향
식(top-down) 협력이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 부문이 중심
이 된 상향식(bottom-up)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양국의 기후변화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오바마 행
정부시기를 살펴보면, 양국 정부는 ‘미-중 에너지 및 환경협력에 관한
10개년 프레임워크(U.S.-China Ten Year Framework on Energy
and Environment Cooperation)’와 ‘미-중 환경 파트너십(U,S,-China
Eco-Partnership)’을 체결하였다. 또한 정부 주도하에 양국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미-중 청정에너지 연구소(Clean Energy Research Center,
CERC)’를 설립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특히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22)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2021.1.22.), 国家能源集团、中国国新联合发起百亿元新能源产业基金
推动清洁能源规模化发展,, http://www.sasac.gov.cn/n2588025/n2588124/c16593206/content.html,
(검색일: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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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석탄이용기술,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CCS), 원전 안전 기술, 에너
지효율 기술 등에 대한 연구협력을 추진해왔다.223)
당시에는 미국의 선진기술 도입을 통하여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
고자 하는 중국정부와 중국의 무역장벽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기업을 지원하려는 미국정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상당한 성
과를 거두었지만,224) 이제는 이미 미국을 상당부분 추격하기 시작한 중
국의 기술 수준과225) 중국의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이전처럼 양국
정부 주도로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수소 등 중국의 잠재
력은 크지만 아직 기술경쟁력이 확보하지 못한 분야에서 기업 차원에서
의 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은 선진 기술 확보
가 필요하거나 사업화, 상용화가 필요한 분야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연구기관이나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
문에 중국이 후발주자의 위치에 있는 기술 분야에서는 자국과 기술패권

223) DOE(The Department of Energy)(2021), “U.S.-China Energy Collaboration,” https://www.energy.
gov/ia/initiatives/us-china-clean-energy-research-center-cerc, (검색일: 2021.9.10.).
224) ‘미-중 청정에너지 연구소(CERC)’는 정부 주도의 기술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조명되고 있음. 2009년 설
립 이후, CERC를 통해 미-중 양국 연구진들이 협력하여 건물부문의 대규모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존 제품보다 14∼30% 적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열 펌프를 개발하여 공동지식재산
권을 출원하는 등 기술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Jin, Xiaoli (March,
2020), “The Challenge and Necessity of US-China Technology Cooperation,” https://jia.sipa.
columbia.edu/online-articles/challenge-and-necessity-us-china-technology-cooperation,, (검색
일: 2021.9.10.).
2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2020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에너지그리드, △
고효율 태양전지, △풍력 발전 등 미-중 양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서의 미중 양국의 기술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함.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미국: 100%, 중국 80%), △고효
율 태양전지(EU: 100%, 미국 93.0%, 중국: 87.5%), △풍력 발전(EU: 100%, 미국 90%, 중국 80%), 동 보고
서는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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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투는 경쟁국이라고 할지라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선진 기술 확
보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을 중국과의 협력 영역이 아
니라 경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
럼프 행정부와 달리 의제별로 중국과 경쟁 또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
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인류 공통의 위기인 기후변화 대
응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만,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보다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여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중 양국은 ‘미션이노베이션(MI)’ 등 다자 차원의 공동연구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형태로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다자협력은 양자협력에 비해 직접적으
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적고, 양자협력에 비해 의제가 훨씬 포괄적
이며 유연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의 다자협의체에서 미-중 양
국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분야에서 공동연구, 실증사업, 타당성 사업 등
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후변화·청정에너지 다자협력체계 내 협력
기후변화를 국가안보 및 경제적 관점과 연계시키고 있는 바이든 행정
부 하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양국의 경쟁관계가 확장되는 영역이 될 가능
성이 농후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은 미-중 양국이 협력하여 리
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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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탄소중립 로드맵 보고서’에서 적극적인 국제협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글로벌 차원
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각 국이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
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율된 행동을 통해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226)
이미 미-중 양국은 이를 자각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협
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과 대
립구도에 기초하여 대중국 관계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존 케리 기후특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측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는 등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을 시도하
고 있다. 문제는 협력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바이든 행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기조를 유지하며 기후변화 이슈에서도 일방적으
로 중국의 변화를 요구하는 구도가 지속된다면, 사실상 기후변화 분야에
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양국 간의 협력보다는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분야의 다자협력체계 속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실
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2021년 4월 개최된 기후
정상회의에서 일부 선진국 그룹이 아니라 다자협력체계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가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다자주의와 동
맹외교를 대외정책의 큰 축으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국 모두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226) IEA(2021a), Net-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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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자협력체계 안에서 미-중 양국이 자국의 국가
이익을 기후변화 이슈에 투영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현실적으
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리더십 역할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다자협력체계 내에서 양국이 이해를 공유하는 이슈(예: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CCUS 등)와 관련된 활동에서 리더십을 공유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먼저 이슈별로 하위 수준
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유지하다가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개선되면 보
다 상향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의 대EU 협력 가능 분야
코로나19로부터의 지속가능한 회복과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등이 맞물린
2021년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한 해이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EU와 중국의 녹색 경기 회복 및 기후 거버넌스 협
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럽과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는
크게 저탄소/청정에너지 산업 협력, 개도국/후진국에 대한 녹색금융 및
기후 원조의 공동 진행, 국제 규정 틀 안에서의 다자협력 진행, 도시·기
업·사회단체 간의 협력 등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저탄소/청정에너지 산업 협력
중국과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관련 산업 협력을 고려
할 수 있다. 탄소 포집(CCUS) 기술의 경제성을 개선하여 개도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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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 제품의 기술 응용문제를 함께 개선할 수 있고, 농업 분야의
탄소 발자국 폐쇄 루프 연구 강화, 바이오매스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 개
발, 대체 바이오 탄소 소비 수요 및 생산 효율성 강화 등에서 협력이 가
능하다. 또한 수소에너지 탄소 제로 소재분야에서 수소 기술 파트너십
을 구축하고, 그린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시범 단지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중국-EU 간 글로벌 녹색 산업의 가치사슬 공유가
하나의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특허의 약
1/3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라틴 아메리카 에너지 산업
의 약 1/4를 인수하였다.227) 특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국가는 세계 리튬 자원의 절반 이상
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녹색경제 공급사슬에서의 위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역시 풍력,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2016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모
든 유럽인에게 청정에너지 제공’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2030년 동
안 집중적으로 탈탄소 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228) 따
라서 중국-EU의 글로벌 녹색경제 공급사슬 공유는 한편으로는 유럽과
중국의 마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229)

227) 于宏源(2021). 全球气候治理和中欧、中美的合作竞争关系.
228) European Commission.(June 3, 2021.),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 Package.” https://ec.
europa.eu/energy/topics/energy-strategy/clean-energy-all-europeans_en. (검색일: 2021.10.7.).
229) Capros, P. et. al.(2018), “Outlook of the EU Energy System up to 2050: The Case of Scenarios
Prepared for European Commission's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Package Using the
PRIMES Model,” Energy Strategy Reviews, 2018,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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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탈석탄 운동에 맞추
어 발전·산업·건물 부문에서 탈석탄화가 중국-유럽 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수 있다. 유럽은 중국의 탈석탄 및 탈탄소화에 대한 정책 조언과 시장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녹색 일대일로의 탈탄소 전력
로드맵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탈석탄화 과정에서 EU가 축적한 풍
부한 입법 및 제도 구축 경험, EU-회원국-지방정부를 조율하는 녹색 공
공행정 시스템 분야, 유럽이 에너지전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고
용, 사회 복지, 생태 복원과 등의 사회 정책에 관한 우수사례를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중국에 제공할 수 있다.

2) 개도국에 대한 공동 녹색금융 및 기후 원조
중국-EU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녹
색금융과 기후원조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EU-중국 포괄적 투자 협
정(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은 환경
보호를 양자 간 협력의 핵심으로 포함하며, 환경 및 기후변화와 같은 지
속가능한 발전 문제에 대한 약속을 특별 섹션에 포함하고 있어 향후 지
속가능한 투자 및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230)
EU는 2019년 금융 국제기구와 중국을 포함한 주요 탄소배출 국가들
이 참여하는 ‘지속가능 금융 국제 플랫폼(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IPSF)’을 설립하였다.231) 해당 플랫폼은 지속가
230) European Commission(Dec. 30, 2020.), “Key elements of the 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s/ip_20_2542 (검색일:
2021.10.10.),
231) EU 이외의 IPSF 회원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모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네갈,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이 있음.

204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능 금융 관련 논의를 위한 다자협력체로 우수사례 교류, 현황 비교,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민간자본의 지속가능 금융 참여와 지속가
능 금융시장의 통합 및 확대를 목표로 한다.232)
한편 중국은 녹색 일대일로 투자 이행을 위해 2019년 영국과 협력하
여 녹색투자 원칙(Green Investment Principles)을 만들었고, 현재 중
국 국내외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상태이다.233) 이 외에도
중국은 2021년 1분기 동안 157억 달러 규모의 녹색 사업 지원 채권을
발행해 세계 녹색 채권 발행에서 미국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하였으나 여
전히 탄소중립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녹색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34)
따라서 EU와 중국은 현재 글로벌 녹색 금융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시장으로서 녹색금융 분야에서 협력하는 경우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해 볼 수 있다. 중국이 IPSF(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회원국 지위를 바탕으로 EU와 중국 양쪽에서 공통으로 도입할
수 있는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위해 협력하게 되면, 전 세
계적으로 인정되는 녹색 금융 분류체계 구축의 물꼬를 트게 된다. 개도
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4조 달러의
청정에너지 투자가 필요235)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EU와 중국의 녹

232)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of European Commission(2021), https://ec.europa.
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international-plat
form-sustainable-finance_en (검색일: 2021.10.10.),
233)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2021), “The Green Investment Principles(GIP) for the Belt
and Green Initiative,” https://greenfdc.org/green-investment-principle-gip-belt-and-roadinitiative/ (검색일: 2021.10.12.).
234) Reuters(Apr. 1, 2021.), “China Leads Global Green-Bond Sales Boom but Faces Headwinds,”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bond-green-idUSKBN2BO4FP(검색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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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금융 협력은 국내 탄소중립 사업 지원 뿐 아니라 글로벌 지속가능 금
융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 국제적 규범 틀 내에서의 다자협력
COP26과 관련하여 EU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세계 모든 협력
파트너와 깊이 있는 협력을 진행할 것이며, EU의 기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파트너의 기후 목표 향상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 의제의 다른 핵
심 요소에 있어서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236) 또한 G20 정상 회의에서도 EU
지도자들은 모든 G20 회원국이 파리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과 EU는 중국-EU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배출량 감축 목
표 주기’를 시작하거나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1.5℃ 목표 및 국가 기여
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일대일로 협력 국가의 녹색 투
자 및 자금 조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배출 원칙과 평등 원칙에 입
각한 국제 원조 또는 비영리성 원조를 추진해 개도국이 기후 위기, 감염
병 위기, 국가 채무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와 생물 다양성 협상에서 협력해 중국-EU 탄소중립 협력 로드맵을 조속
히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시일 내에 시범 적용될 CBAM과 관련해 유럽의 담당자들은
중국이 조속히 국제 탄소 관세 입법 및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에 참여하
235) IHS Markit(June 6, 2021.), “IEA lays out ambitious financing needed for developing world’s
energy transition,” https://ihsmarkit.com/research-analysis/iea-lays-out-ambitious-financingneeded-for-developing-worlds-.html (검색일: 2021.10.10.),
236) 于宏源(2021). 全球气候治理和中欧、中美的合作竞争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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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국과 EU가 파리협정과 WTO 틀 안에서 탄소 국경조정과 관련 의
제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237) 2023년부터 EU의
CBAM 시범 도입이 확정된 만큼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배출권거래시
스템 완비 및 양국의 배출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4) 도시·기업·민간기구 간 협력
유럽 그린딜에 따라 EU는 공식 제도인 유럽 기후법과 공통 가치체계
인 ‘유럽기후협약(European Climate Pact)’를 통해 회원국과 탄소 배
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녹색 통합을 통해서 EU는 지역 및
세계 각국과 조율하여 탄소 거버넌스 리더십을 구축하게 된다. EU는 또
한 녹색 전환 과정에서 국민, 민간단체의 역할을 활용하여 EU 전체 사회
의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탄소 거버넌스 리더
십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기후협약은 EU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EU 내부의 시민 대화,
시민대회, 민간 대화 위원회의 실천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핵심 분야로 녹색 공간(green areas), 녹색 교통(green transport),
녹색 건물(green buildings), 녹색 기술(green skills)이 선정되었고 향
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토양의 질, 건강한 음식, 해양 등 다양한 분
야로 확대될 예정이다.238)

237) 于宏源(2021).
238) European Commission(2020), “European Climate Pact,” https://ec.europa.eu/clima/eu-action/
european-green-deal/european-climate-pact_en (검색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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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에 맞추어 EU와 녹색 경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중국과 EU는 기업, NGO, 지방정부, 커
뮤니티 차원의 기후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
었던 기후 금융, 기후 과학 등 도시 간 협력을 재개하고 대학 및 연구기
관 실험실의 저탄소 과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주제
로 한 청소년 교류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탄소 창업, 기술 연구,
녹색 시장, 탄소 제로 교육 활동에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등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중국-EU의 녹색 통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중
국 내부적으로는 EU의 유럽기후협약을 참고하여 기후 입법을 추진하
고, 민간 및 기업의 국제 기후 협력 참여 및 녹색 기술 인문 교류를 추
진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른 기후와 환경에 대한 위협은 이미 지
구 시스템의 정상적 운행에 영향을 주었다. 기후 거버넌스는 글로벌 거
버넌스의 중요한 분야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중국, 미국, 유럽을 비롯
한 강대국 간의 기후 협력, 갈등, 경쟁의 국면을 만들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매우 크
다. 미국과 EU는 기후변화 분야에 관한 글로벌 질서, 경제 주도권, 에너
지 안보,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적으로 협력하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당면한 글로벌 문제 해
결의 황금열쇠이며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의 목표이자 이념과도 통한다”
라고 말한 만큼, 중국은 주요 경제국과 함께 UN, G20 등과 일대일로 이
니셔티브의 틀 안에서 녹색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고239), 글로벌 기후

239) 新华网(2019.6.7.) “习近平：第二十三届圣彼得堡国际经济论坛全会上的致辞”. http://www.xinhuanet.
com/politics/leaders/2019-06/08/c_1124596100.htm (검색일: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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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추세에 따라 공동 협상, 기여, 공유를 통
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녹색 저탄소 정보교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써 환경보호 정보 공유 및 공개를 추진하고 통합정보 제공 및 보장을 이
루어 개도국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 무역 등 녹색 저탄소 글로벌 협력 분
야를 개척해야 한다. 주요 국가 및 부처 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을 피하
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효과를 극대화하여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 생
태 환경보호 및 고품질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험과 방안을 제공
하고 글로벌 환경문제에 협력 대응함으로써,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240)

2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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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최근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2018년 IPCC
총회에서 채택된 ‘1.5℃ 특별보고서’를 계기로 글로벌 차원의 2050년까
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파리협정의 실질적인 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중국
은 최근에 2030년 이전에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달
성을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해서 현재는 감소
국면에 있으며, 주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충분
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은 UN에 수정된 NDC
와 LEDS를 제출하였고, 개별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하여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2021년 말에 국제사회에
LEDS를 제출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2060 탄소중립 실현을 위
한 법제화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IEA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주요 선진국에서 탄소중립 달성
을 위한 주요 전략은 전력의 무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에너지수
요 감소, 대체에너지(수소, 바이오연료 등) 사용 등으로 축약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 이외의 주요 전략은 탄소흡수능력 확대, 산업공정에
서 탄소배출 감소(수소환원제철, CCUS)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기
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주도권 회복·확대, 청정에너지 개발 R&D 지출 대폭 증대, 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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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대화된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기술우위에 근거한 경쟁력 확보 등을 채택
하였다.
일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과 화석연료를 대
체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수소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일
본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미래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경제성장
과 환경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공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줄
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
보하려고 한다.
EU와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저탄소 사회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EU와 회원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규정과 기술·금융 지원프로그램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스마트 전력망 구축, 녹색금융 지원 확대, 역내국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BECCS) 개발 및 보
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CNPC-ETRI와 GEIDCO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탄
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
제발전의 통합, 시장 중심과 정부정책 주도의 통합, △단기목표와 장기계
획의 통합, 그리고 △전체 상황과 핵심 이슈의 통합 등에 두고 있다. 탄
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도 IEA와 주요 선진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즉,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 산업·수송·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전기보일러,
전기로, 전기차 등), 에너지소비효율 제고 및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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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에너지소비 감소, 산업 부문(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서 화석에
너지의 청정에너지(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로의 대체, 그리고 탄소
흡수능력 증대 등이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탄소배출 감축
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 개발·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배출 정점시점, 목
표시점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속도, 화석에너지 이용설비 좌초자산의 처
리, 그리고 탄소중립 거버넌스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탄소배출 정점시점은 2030년 이전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시점
은 2010년대 전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선진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
국 전문가들은 2030년경에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난후에 빠르고 강
도 높게 배출량을 감축시켜야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에서는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를 폐
기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좌초자산 처리와 대량 실업문제가 선진국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에너지 및 산업 부문에서 석탄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와 연관된 노동자의 대량 실업사태는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중국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석
탄화력발전소의 평균 사용연수는 선진국보다 2배 정도 짧은 데, 이러한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게 되면 특히 중국은 선진국 보다 더 큰 사회경제
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기존 설비의 조기
폐쇄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설비에
탄소저감 설비·기술(효율개선, 대체연료 혼소, CCUS 등)을 장착해서 폐
쇄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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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이 중국에게는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서방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담
당하는 핵심부서가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NDRC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보다 경제성장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우려한
다. NDRC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중·단기 목표치를 설정하면 지방(성)정
부와 공기업들은 추진과정과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를 고위
층의 인사 상의 이유로 가능한 무리를 해서라도 초과 달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중국 ERI 연구자들은 중국정부의 2060 탄소중립 실현에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로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 하락과 전력 부문에서 비중 확대, 전기차 보급 가속 및 확대, 중국
의 커다란 수소에너지 개발 잠재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향후 청정에너지 분야에
서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기술경쟁과 관련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첫째, 중국
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둘째,
중국의 R&D 지출 규모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셋째, 청정에너지 설
비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는 선진기업들의 중국 내
직접투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하며, 마지막으로 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서도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중국의 미국과 EU에 대한 전략을
보면, 중국은 무엇보다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도
국에 대한 지원도 녹색 일대일로를 통해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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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에너지 부문의 지원 프로그램에는 석탄화발전소 건설이 상당 부
분을 차지했는데, 최근에 중국정부가 화석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상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은 양국 간에 무역·기술 분야에서의 갈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를 통상정책의 우선순위 의
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
고 있다. EU와 미국은 CBAM를 통해 자국의 저탄소 제품이 국제시장에
서 불공정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개도국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제품을 보호하는 한편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인하려고 한다.
CBAM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산
제품의 대미국·EU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들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증대시키거나 수출물량만큼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견에서는 중국과 미국·EU 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
로 예견되는 가운데, 양측이 공통의 관심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가 비교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
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론 탄소배출 감축 및 청정에너지 개발 관련 기술
이 양측의 경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왜냐면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과 기술을 중국, 미국, 유럽국가들 모두 미
래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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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제언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이행 시
나리오와 추진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되어 좀 더 긴밀해지고 중요해진
국가 간 연관성과 국제협력에 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과 개도
국이 생각하는 국제협력에는 커다란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개도국
은 탄소배출에 있어서 선진국의 책임론을 계속해서 국제회의에서 강조하
면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대개도국 금융지원 확대와 기술이
전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IEA는 Net-zero by 2020 보고서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으로 저탄소
기술·제품의 시장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술개발·보급 확산을 위한
국제적 표준화, 저탄소·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이를 위한 충
분한 금융자금 조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탄소제거프로그램(CDR) 추
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앞 장에서 살펴본 IEA의 2050 글로벌 탄
소중립 실현은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한 것이며, 국
제협력이 저조했을 때 세계경제의 탄소중립 달성 시점은 2050년에서
2090년으로 크게 지체된다.241)

241) IEA(2021a), Net-Zero by 2050, pp.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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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IEA의 Net-Zero 시나리오(NZE)와 국제협력 저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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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2021b), Net-Zero by 2050.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선진국이 갖고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도국
에 대한 실질적·실효성 있는 이전·제공은 정부 차원보다는 기업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합의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즉 보편
화된 청정에너지 기술은 개도국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지만, 핵심기술은
높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
과 EU은 현재 중국에 대한 핵심기술 이전을 전략적·정책적으로 차단하
고 있으며, 향후에도 청정에너지 관련 설비 및 기술의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더욱 심화된다면 중국을 포
함한 개도국들은 경제적 부담 가중과 선진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이유로
들어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각국의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 긴장과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에너지 안보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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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상기후 현상으로 주요 에너지 공급시설이 파괴되어 공급중단
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을 크게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
후변화 대응은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청
정화 및 전력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일부 자원수출국(중동, 러시아)에 대
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어서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것이다. 중동지역에
서 동북아지역까지 석유·가스 해상운송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 들
것이고, 화석연료의 수요도 크게 변동하지 않아 가격안정성도 개선될 것
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청정에너지의 비중이 지배적인 수준까지 높아
져야 가능하고, 그 때까지는 화석연료의 수급 불안정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면서 과거의 석유·가스 안보보다 앞
으로 기술안보, 전력안보, 사이버안보(스마트그리드 분야), 희귀금속안보
등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사회에서 에너지안보 문제는
탄소배출 감축 및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이
와 관련된 설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일본·유럽·미국
등은 청정에너지 분야를 미래 경제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미래 글로
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동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
다. 앞서 ERI 연구자가 언급했듯이 중국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서 상
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거대한
청정에너지 관련 시장 매력은 외국 설비와 기술을 빠르게 유입시키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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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및 저탄소 경제
실현과 관련된 기술협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한국과 중국의 산·
학·연 차원에서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력화가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면
서 무엇보다 전력안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전력안보 문제는 크
게 화석연료 발전설비를 감축시키는 속도와 청정에너지 비중을 증대시키
는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과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증대로 인해 발생
하는 기풍·기광·기수 문제를 지역(성) 간 송전망 연계 확충을 통해 해결
하는 데 있다. 그 밖에 중국은 전력수급 안정과 계통 안정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전력망 연계도 계속 확대하려고 한다. 이러한
전력안보와 관련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있
어서 국제사회에 깊은 신뢰감과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선언과 이의 법제화(‘탄소중
립녹색성장기본법’), 2030년에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
(당초 26.3%에서 상향 조정),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및 이행 시나리오 수립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저탄소 경제 전환
에 협력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재
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지원을 국
제사회에 약속하였다. 중국 정부와는 달리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강한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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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청정에너지 부문에의
금융·기술 지원 전략을 계속 유지·강화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 수단을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선진국의
수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에너지 및 산업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
료 및 원료 전환 등,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 보급(전기차, 수소차 등)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그리고 폐기
물 부문에서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이
주요한 탄소감축 수단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이 추진되고 있다.242)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 좀 더 강도 높게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 다배출 설비의 조기
폐기와 저탄소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
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과 한국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
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과 이와 관련되어 수반
하는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부담 간의 충돌 문제를 적절히 조절
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

242) 기획재정부(2021.10.8.).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https://
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618, (검색일: 2021.10.10.), 대한민국정부
(2020).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https://policy.nl.go.kr/
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200258631&kwd=. (검색일: 202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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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문제와 아직 개발 및 실
증 단계에 있는 저탄소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
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중국 경제 및
에너지 부문의 불안정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책·투자·연구 분야에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계
속 긴밀하게 심화·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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