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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개요]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은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현지 시간 기준)까지 영국 콘월에서 정
상회담을 개최함.
- G7은 전 세계 인구의 10.1%, GDP의 45.5%를 차지하는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간 협의체임.
-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이어서 올해에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우리
나라 외에 호주, 인도, 남아공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함.
▶ [정상합의문의 주요 내용] 참여국 정상들은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 참여국간에 공유
된 의제(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라는 합의문을 발표함.
- 코로나19 이후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을 참여국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G7 협의체 차원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비전을 제시함.
- 합의문은 △보건(Health) △경제회복과 일자리(Economic Recovery and Jobs)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 and Fair Trade) △미래를 향한 개척(Future Frontiers) △기후와 환경(Climate and
Environment) △성평등(Gender Equality) △국제사회의 책임과 공동의 행동(Glob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Action)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됨.
▶ [시사점]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바이오·녹색 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
는 합의내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대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향후 전염병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요구됨.
- △인권 △민주주의 △포용성 등의 가치 중심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
행하면서 역내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관리자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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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은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현지 시간 기준)까지 영국 콘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이어서 올해에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G7 회원
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외에 호주, 인도, 남아공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함.
※ 영국은 우리나라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개방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염병 유행
예방, 기후변화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번 정상회담 중 우리나라 대통령은 △보건 △열린 사회 △기후변화의 세 가지 회의에 참여

◦ 초청국들은 각국이 처한 국제적 위상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와
주요 성과를 제시
※ 한국은 2년 연속 G7에 초정되어 글로벌 선도국가의 반열로 격상된 위상을 보여주었으며, 국제현안 해결에 선진·개도국 간 가
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1)
※ 호주는 중국과의 마찰관계에서 호주의 입장에 대한 G7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2)
※ 남아공은 국가 내 및 국가간 백신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WHO의 프로그
램 자금 지원을 촉구3)한 것을 주요 성과로 인식

■ 참여국 정상들은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서 참여국간에 공유된 의제(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라는 합의문을 발표함.
- 코로나19 이후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
을 참여국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G7 협의체 차원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19 이후 시대의 비전을 제시함.
- 합의문은 △보건(Health) △경제회복과 일자리(Economic Recovery and Jobs)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Free and Fair Trade) △미래를 향한 개척(Future Frontiers) △기후와 환경(Climate and
Environment) △성평등(Gender Equality) △국제사회의 책임과 공동의 행동(Glob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Action)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됨.
◦ [팬데믹 종식] 2022년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종식하고 미래 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전염병 발생부터 실질적인 백신 보급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지금의
300일에서 100일까지 줄이기 위해 노력
1)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8225(검색일: 2021. 6. 29).
2) 호주 총리실 홈페이지, https://www.pm.gov.au/media/press-conference-g7-carbis-bay-united-kingdom; ABC News, https://www.ab
c.net.au/news/2021-06-14/morrison-g7-leaders-back-australia-stand-on-china/100212798(모든 자료의 검색일:2021. 6. 29).
3) 남아공 대통령실 홈페이지, http://www.thepresidency.gov.za/speeches/president-cyril-ramaphosa-remarks-g7-le; http://www.thepr
esidency.gov.za/press-statements/president-cyril-ramaphosa-arrives-cornwall%2C-united-kingdom-g7-leaders%E2%80%99-su
mmit; africanews. https://www.africanews.com/2021/06/14/south-african-president-ramaphosa-pleased-with-g7-vaccines-sup
port/;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safricas-president-ramaphosa-urges-g7-nations-plug-covid-19-funding-gap-2021-0
6-13/(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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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경제성장] 경제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며, 미래 성장잠재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 인프라 투자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이·성별·인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포용성 강화
◦ [미래 성장동력] 국가간에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계 무역질서를 개혁하고, 보다 공
정한 조세제도를 확립하며, 사이버 스페이스와 우주공간에서도 포용적이고 열린 사회의 가치가 확립될 수 있도
록 협력
◦ [기후변화·환경]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지난 20년 동안의 배출량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25년까지 기후금융
을 확대하며, 2030년까지 30%의 토양과 대양을 보존하고 보호할 계획임.
◦ [국가간 관계 강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더 굳건히 하고, 인
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IMF를 통해서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가장 필요한 국가에 투입될 수 있
도록 노력
◦ [가치 보호] 민주주의, 자유, 공평, 법치주의, 인권보호의 가치 아래 사람과 지구에 대한 미래의 도전과제를 극
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4,000만 명의 여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글상자 1. G7 협의체 설립 배경

■ [현황] 국제협력을 위한 선진국들의 협의체
- 1975년 G6(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정상회의 최초 개최
※ G6 회원국 자격 요건: △자유민주주의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1인당 GDP 최소 1만 1,000달러) △세계경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규모(세계 총 GDP의 4%)

-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976년부터 캐나다가 합류하여 G7 정상회의 시작
※ 캐나다는 1975년 정상회의부터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3%)이 상대적으로 작아 참여
실패

- 러시아가 1997년 초청국 지위로 참석한 후, 1998년부터 G8 체제 완성
※ 냉전 종식 후 러시아는 G7 참여를 희망하였고, G7 국가들도 러시아의 핵확산 방지 등을 위해 참여에 긍정적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라 러시아가 G8에서 제외되면서 G7 체제로 복귀
■ [대표성] G7은 전 세계 인구의 10.1%, GDP의 45.5% 차지
- G7 회원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 초청국: 의장국이 결정하여 초청
◦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그룹: 의장국이 결정하여 초청
※ EU는 1978년부터 참여

- 개최국(의장국): G7 국가들이 매년 번갈아서 개최
※ 의장국 순번: 영국(2021) → 독일 → 일본 → 이탈리아 → 캐나다 → 프랑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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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합의문의 주요 내용
가. 보건(Health)
■ 2022년에 코로나19 확산을 종식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합의함.
- 특히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해왔던 의료계 종사자들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과거 G7 정상회담 중 2015년과 2016년 회의에서 구체적인 병명 언급과 함께 감염병 대유행에 대
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2015년 독일 G7 정상회담(6월 7~8일): 에볼라(Ebola) 등 국제 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
하고, 전염병 대책을 위한 UN 고위급위원회 설립을 환영4)
◦ 2016년 일본 G7 정상회담(5월 26~27일): 에볼라(Ebola), 지카(Zika) 바이러스 사태를 교훈 삼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5억 달러 규모의 전염병 긴급지원기금
(PEF: Pandemic Emergency Facility) 조성에 합의5)

■ 세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2022년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확산이 통제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세계 인구의 60%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의 제조와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힘.
- 코로나19 대응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Facility)를 통해 2022년까지
총 20억 회분(내년도 공급량 10억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보급할 계획임.
-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진단·백신·치료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자발적 사용허가
(voluntary licensing), 비영리 목적의 생산(not-for-profit global produc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 국가가 백신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2001년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과 공공보건에 대한 도하선언(2001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서 자발적 사용허가(voluntary licensing)와 기술이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
료품의 공급망도 확대할 계획
※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G7 Schloss Elmau Summit 주요 의제는 다음을 참고. https://www.g7germany.de/Webs/G7/EN/G7-Gipfel_en/Agenda_en/agenda_nod
e.html.
5) G7 Ise-Shima Leaders’ Declaration은 다음을 참고. https://www.mofa.go.jp/files/000160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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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과 효율적인 진단검사 및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보건 감시(global surveillance) 체제, 유전자 분석(genome sequencing), 글로벌 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가간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임.
◦ G7 보건장관회의(6월 4일)에서도 환자정보개요(IPS: International Patient Summary)의 국제 표준화를 위
한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협력(GDHP: Global Digital Health Partnership)의 강화, 코로나19와 미래 전염
병에 대한 데이터 공유와 백신 접종 기록의 표준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헬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임상
평가 표준(clinical evaluation standards for health AI algorithm)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디지털 헬스
관련 국제 표준 마련을 촉구6)

- ACT-A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은행 그룹과 다른 국제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pandemic)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글로벌 보건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G7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보건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치료제·백신 개발 등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함.
-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 동물, 환경을 포괄하는 글로벌 보건체계 통합으로서 ‘원 헬스(One
Health)’라는 체계를 마련함.
※ ‘원 헬스’ 체계하에서 감염병 감시체계 통합, 디지털 기술 활용, 개도국 감염병 다음 역량 제고 지원, 지속적인 투자 및 자금
조달 등을 수행할 계획

◦ 세계보건기구(WHO), UN 식량보건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세계동물건강기구(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UN 환경프로그램(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원 헬스 고위 전문가 패널(OHHLEP: One Health High
Level Expert Panel)을 구성했으며, G7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

- 또한 이번 코로나19 발생 기원 등 전염병 발생 기원 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임.
- 팬데믹 선언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까지 300일이 소요되었는데, 향후 전염병 발생 대응체계가 100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가난 등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일부 집단에서만 보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포
용성·공평의 원칙을 확립할 계획임.
- 팬데믹에 대응하여 전염과 감염병 정보에 대한 WHO 글로벌허브(Global Hub for Pandemic and
Epidemic Intelligence) 출범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글로벌 보건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도 확대할 계획임.

6)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협력(GDHP)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경험과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 분야 선도국을 중심으로
2018년 2월에 구성된 국제협의체로, 5개 분야(상호운용성, 사이버보안, 정책환경, 근거 및 평가, 의료인과 소비자의 참여)에 대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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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회복과 일자리(Economic Recovery and Jobs)
■ 코로나19 이후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동시에 포용적이며 균형을 유지하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구구조, 기술,
환경, 불평등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합의함.
- 이미 12조 달러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과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세계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에 들
어설 경우 국가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기술 진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불평등 대응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함.
- 지난 6월 5일에 합의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21세기에 걸맞은 보
다 공정한 조세제도를 정착시켜 미래 투자 확대를 위한 세원을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로 합의함.
- 국가간 여행이 가능하도록 코로나19 진단, 면역 형성,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대한 국가간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함.
- 과거 위기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성별·나이·지역 등에 따라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한 가운데 기술진보
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는 노동참여율을 높이고 기술훈련
과 교육을 강화하여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임.

글상자 2.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합의사항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관련 논의의 배경
-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했는데, OECD는 이러한 조
세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왔음.
- 최근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함.
- 미국은 당초 최저 법인세율로 21%를 제시(2021. 4. 21)하였으나,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피하고 국
제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OECD 조세조정그룹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세율을 제안함(2021. 5. 20).
■ G7 재무장관회의(6월 5일)에서는 세계화와 디지털경제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접근법(pillar)에 동의함.
- 첫 번째 접근법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하는 국가에서가 아니라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
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
◦ 적어도 수익이 10%를 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
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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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접근법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조세회피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별 최저 법인세를
15%로 설정하는 원칙에 동의함.
OECD 주요국의 법인세율(2020년 기준)
(단위: %)

주: 지방세 제외.
자료: OECD.

- 이와 같은 합의에는 G7뿐만 아니라, IMF, 세계은행, OECD, 유럽연합, 금융안정위원회(FSB)도 동의함.
- OECD(2020)에 따르면 두 가지 접근법의 도입은 다국적 거대기업들에 연간 500억~800억 달러의 추
가 비용을 부담시킬 것으로 추정됨.7)
■ 한편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2021. 5. 7)에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혹은 디지털세 등으로 다국적기업의 세금 부
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함.8)
-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특정 국가(미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
하며 유보적 입장을 보임(2021. 5. 25).
◦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 법인세율이 12.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글로벌 기술 및 제약 회사들을 유치해왔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부정적 입장
- OECD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견해에 대해 미국의 대다수 다국적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조세부담을 지니게 되므로 미국에 유리한 합의는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함.
- 중국 외교부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해 G20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임.
◦ 홍콩 법인세율은 16.5%로 낮은 편으로, 아시아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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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지속가능성, 포용, 혁신, 경쟁’이라는 참여국간에 공유되는 가치하에서 기후변화,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인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전략자원, 반도체 등 세계경제의 가치사슬 내 중요한 영역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 and Fair Trade)
■ 국가간 무역을 통해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국제 환경의
변화에 맞게 무역규범을 현대화하고 WTO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합의함.
- 규범에 근거한 다자주의 체제를 굳건히 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각국 시민
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국가 내 가난한 집단에게도 무역이 가져오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
- WTO 가입국을 확대하고 WTO 개혁 이후 새로운 무역체제하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

■ G7 통상장관회의 의장성명문의 합의 결과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확인함.
- ➀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➁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며 ➂ 어린이나 국가 내 소수집단(minorities)이 강제노역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➃ 온
실가스 배출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임.

표 1. G7 통상장관회의 성명문 주요 의제
주요 의제

내용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WTO 개혁과 역할의 강화, 시장과 경쟁을 왜곡하는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관
행 해결 등

무역의 현대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무역의 역할 강화, 여성의 참여 장려, 보건
상품 무역 확대,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유통 지원정책 파악 등

디지털 무역

혁신과 신기술에 대응하여 WTO 규범을 수립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선언문 이행

자료: http://www.g7.utoronto.ca/trade/210331-statement.html(검색일: 2021. 6. 9).

■ 또한 WTO를 개혁하고, 무역규범 현대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확인함.
- 디지털화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무역규범의 현대화를 통해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필요
7) OECD(2020),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https://www.oecd.org/tax/beps/economic-impact
-assessment-webinar-presentation-october-2020.pdf(검색일: 2021. 6. 11).
8) “Corporate Taxes Will Rise One Way or Another”(2021. 6. 7),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corporate-taxeswill-rise-one-way-or-another-11623064069(검색일: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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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공정 관행은 강제적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도용, 느슨하게 적용하는 노동·환경 기준, 국영
기업의 시장 왜곡, 지나친 산업보조금 등임.
※ 정상회담의 모든 무역 관련 논의는 앞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5월 28일) 공동성명과 유사한데, 당시 로이터통신은 통상장관
공동성명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비시장정책과 보조금을 사용하며 기술을 불법 도용
하는 국가들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9)

- WTO 기본원칙 중 하나인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며 WTO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새로운 규범하에서는 좀더 공정하게 각국의 책임을 분배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회원국들의 발전상황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필요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해나갈 예정임.
- WTO 분쟁조정기구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WTO의 새로운 무역규범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

라. 미래를 향한 개척(Future Frontiers)
■ G7 정상들은 사이버 스페이스와 우주공간이 미래의 번영과 복지에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관련된 경제적 기회, 보안, 윤리, 인권 및 국가·기업·개인 간 불평등 등에 대해서 논의함.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인간 중심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고 가치지향적인 디지털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합의함.
-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열려 있는 인터넷 환경을 유지해서 사용자들이 자유와 혁신의 가치 아래 새로
운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 정부가 주도하는 인터넷 통제(government-imposed internet shutdowns)와 네트워크의 제한된 사용
(network restriction)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하며, 데이터 수집은 적절한 기준하에서 시스템의 오류를 수
정할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포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기업들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
- 정부, 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표준에 대한 G7 협력체제(Framework for G7 Collaboration on Digital Technical Standards)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디지털·기술장관회의(4월 28일)의 합의내용을 기초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data-driven technologies)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여러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형성함.
9)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g7-trade-idUKKCN2D91ZC(보도일: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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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과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 보안을 철저히 하고, 혐오발언(hate
speech)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함.
◦ 모든 국가들이 조속히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랜섬웨어 네트워크를 구별하여 삭제할 것을 요청함.

- 안전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경쟁적이고 투명하며 지속가능하고 다채로운 디지털, 통신, ICT 인프라의 공급
망을 유지하고 촉진함.
- 디지털 산업에서의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커다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
쟁을 촉진함.

■ 또한 우주공간의 개발 역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모든 국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주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함.

■ G7 국가간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좀더 많은 여성이 과학분야에 진출하고, 다채롭고 탄력적이며
열려 있는 과학자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함.

마. 기후와 환경(Climate and Environment)
■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생물 다양성 손실(biodiversity loss)이 지구와 인간에게 커다란 위협이며, 2021년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합의함.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15차 생물 다양성 회의(CBD COP15: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6차 UN 기후변화협약(UNFCCC COP26: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15차 UN 사막화방지협약(CCD COP15: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을 앞두고 재정지원과 기술혁신
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정상들은 파리기후협약과 함께 각국의 국내 정책도 조정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늦어도 2050년까
지는 탄소중립(net zero)에 도달하도록 합의함.
- 또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한 국가별 감축
목표(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이를 위한 2050년까지의 전략(2050LTSs:
Long Term Strategies)을 COP26에 제출하기로 합의함.
- G7을 비롯해 모든 주요 탄소배출 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주기 바라며, OECD의 기후변화 관련
제안(IPAC: OECD’s International Programme for Action on Climate Mechanism) 등에 대해서도
주목해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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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주도형 전환(technology-driven transition to Net Zero)’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EA에서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
※ 국제에너지기구(IEA)10)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2035년까지, 나머지 국
가들은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

- [에너지] 대내적으로는 2030년대까지 대부분의 발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외
적으로는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2050년까지 공적금융을 조정
해나갈 것을 합의함.
◦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s)으로의 전환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소외받는 노동자와 산
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석탄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요인이므로 각국은 대내적으로 2030년 NDCs에
맞추어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정책을 마련하여 에너지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2021년 말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ODA, 수출금융, 투자, 수출진흥지원 등 정부의 신규
직접지원을 중지하기로 합의함.
◦ 특히 2025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회의 참여국 이외의 다
른 국가들 역시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참해주기를 요청

- [교통] 정상들은 디젤과 가솔린 자동차 판매를 줄이고, 버스, 기차, 배, 비행기 등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
에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며, 차량공유, 자전거 등 보다 지속가능한 운송수
단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산업·혁신] 산업과 혁신 부문에서도 G7 산업 탈탄소화 전략(G7 Industrial Decarbonisation Agenda)을
추진하면서 과학, 기술혁신, 금융, 규제, 정책제안 등의 분야에서 최대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주거·건물] 에너지 수요를 크게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 보급을 크게 확대하며, 2030
년까지 에너지효율성을 두 배로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극대화 기자재를 보급(SEAD: Supper-Efficient
Equipment and Appliance Deployment)하는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농업·산림·토지사용] 지속가능한 생산과 생태계 보호·보존·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정상들은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중 투명하고
실질적인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합의함.
- G7 이외의 다른 선진국들도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자개발은행
(MDBs), 개발금융기관(DFIs: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 공공은행 등도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계획과 일정 등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청함.

■ 또한 정상들은 민간자본 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활용되기 위해서 MDBs와 DFIs는 자금동원전략을 수립해주
기를 요청하였으며, 민간자본이 녹색전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함.
10) IEA(2021),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0716bb9a-6138-49
18-8023-cb24caa47794/NetZeroby2050-ARoadmapfortheGlobalEnergySector.pdf(검색일: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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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따라서 재무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며, 1조 달러에 이르는 민간자
금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동원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탄소시장과 적절한 탄소세의 도입은 각국 경제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함.

■ 또한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 감소(Biodiversity loss) 역시 긴급한 위험요인이며, 그동안의 생물다양성
감소가 G7 국가들에 의해서 발생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보존과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의를 확인함.

■ 2030년까지 ‘G7 2030년 자연협정(2030 Nature Compact)’을 채택하고, 네 가지 주요한 부문에서 생물다양성
감소를 중지시키거나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토양·해양 보존] 2030년까지 적어도 30%의 토양 및 해양생태계를 보존·보호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고 합의함.
- [해양 플라스틱]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특히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금융] 자연의 보호·보존·복구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에 사용되는 금융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노력할 예정임.
- [사후 점검] 다국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합의의 이행사항을 5년 후 G7 정상회담 등 여러 G7 합의체를 통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기로 합의함.

바. 성평등(Gender Equality)
■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정상들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남녀 차별은 여성들의 권리 신장, 사회 참여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평등은 공정하고 포용성 있는 열린 사회(open, inclusive, and just society)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함.
- 성차별은 인종차별 등 다른 종류의 차별 및 폭력과 연결될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충격이 일자리, 교육
등의 측면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는 개발도상국의 여아들이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교육 확대 △여권 신장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우선 과제가 있으
며, 성평등 자문기구(GEAC: Gender Equality Advisory Council)와 함께 지속적으로 각국의 성평등 진
전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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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들은 향후 5년 동안 적어도 275만 달러 이상의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2026년까지 개발도상국의 4,000만 명(10세
이하 2,000만 명)의 여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G7 외의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재원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

사. 국제사회의 책임과 공동의 노력
(Glob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Action)
■ 정상들은 5월에 발표된 외교·개발장관회의11) 성명을 지지하며, 열린 사회(Open societies)를 향한 공동의 가치
증진, G7 신속 대응 메커니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5월에 발표한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외교 및 안보 이슈가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북한 등에 대한 우려사항을 언급하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열린 사회 및 지속가능한 회복
(sustainable recovery)을 위한 주요 키워드와 함께 관련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열린 사회와 관련하여 그 기반을 강화하고 인권 및 포용적 연결성(inclusive connectivity)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디어 자유 △인터넷 차단 △사이버 거버넌스 △신속 대응 메커니즘 △
임의구금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며 G7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모범사례 연구 등을 촉구함.

- 5월에 개최된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이어 정치·외교 및 안보 등의 분야에서 긴장과 갈등을 촉발해온 러시
아, 중국, 북한,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언급하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함.
◦ 특히 중국의 경우 세계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경쟁을 저해하는 반시장 정책과 관행, 신장(Xinjiang)
과 티베트 강제 노역 등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을 재차 언급
◦ 한편 처음으로 대만해협(Taiwan Strait) 갈등을 G7 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명시한 데 이어12) 이번 정상회의에
서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강조

11) 5월 4일과 5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 장관과 EU 최고대표)가 모였으며, 한국은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함.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로의 회복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 사회(open society)를 위한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12) 동남중국해(East and South China Sea)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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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 중 열린 사회 관련 주요 내용
주요 의제
미디어 자유
(Media freedom)
인터넷 차단
(Internet shutdowns)
사이버 거버넌스
(Cyber governance)
신속 대응 메커니즘
(RRM: Rapid Response
Mechanism)
종교 및 신념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임의구금
(Arbitrary detention)

내용
미디어자유연합(Media Freedom Coalition)의 역할을 강조하고, 글로벌미디어수호 펀드
(Global Media Defence Fund) 등을 통한 언론인 및 미디어 대상 기부와 지원 제공을 약속
인터넷 차단과 네트워크 제한은 정보 접근과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함을
강조하며,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의 공동성명을 환영
기존 국제법을 사이버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 증진이 필요한 상황에
서 사이버 안보 관련 정부전문가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UN 개방
형 작업반(OEWG: Open-Ended Working Group) 등의 활동에 기반해 협력할 방침
민주적 시스템과 열린 사회를 수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조를 재확인하고, 그 일환으로 진
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고찰과 대응법을 연구하는 연간 주제별 보고서 작성을 제
안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수호하고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법 앞에서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지를 다지며,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비공식 플랫폼과 함께 노력할 계획
2021년 2월 15일 오타와에서 채택된 국가간 관계에서 임의구금 선언(Declaration
Against Arbitrary Detention in State-to-State Relations)을 환영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

자료: 저자 정리.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재원 배정을 약속하는 한편, 2030 지속가능 어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함.
-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백신, 치료제, 진단과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2030 지속가능 어젠다와 아디스아바바 개발금융 어젠다(Addis Ababa Action
Agenda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 일치할 수 있도록 취약국가들의 회복 노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 IMF는 2025년까지 저소득 국가들의 전염병 대응 및 투자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 4,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다자개발은행(MDB)에 효율적·효과적 재원 사용, 대차대조표 최적화 작업 등을 주문하
며 개도국에 대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강조
◦ 부채상환 잠정중단 이니셔티브(DSSI: G20/Paris Club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를 2021년 12
월까지 연장하고, 6,500억 달러에 상당하는 IMF의 특별인출권(SDRs: Special Drawing Rights)이 장기적으
로 팬데믹에 취약한 국가에 재배분13)될 수 있도록 IMF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줄 것과 G7 재무장관 차원
에서 G20 등의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것을 촉구함.

- 코로나19,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빈곤, 기아 및 영양실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7 기근 예
방과 인도주의 위기 축소(G7 Famine Prevention and Humanitarian Crises Compact)’14)를 지지하
며, 식량안보 및 영양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SDG2 및 세계보건의회(WHA: World Health
Assembly)의 영양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13) G20은 6,500억 달러(약 741조 원) 규모인 IMF SDR을 새로 배분해 저소득 또는 중소득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1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7-foreign-and-development-ministers-meeting-may-2021-communique/g7-fa
mine-prevention-and-humanitarian-crises-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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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프라 파이낸싱과 투자 방식의
단계적 변화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보건시스템 및 안보, 디지털 솔루션의 개발, 성평등과 교육 등 개도국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finance tools)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힘.
◦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및 기술 지원은 가치 중심의 비전(values-driven vision),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intensive collaboration), 시장 주도, 기준 강화(strong standards), 다자간 금융 향상(enhanced
multilateral finance), 전략적 파트너십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

- 특히 아프리카 경제 재원조달 정상회의(Summit on Financing African Economies)의 결론15)과 아프
리카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아프리카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향후 5년 동안 아프리카 기업 및
개발 프로젝트에 최소 8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재건을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안착시키는 협력방안으로 여아 교육,
여권 신장,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종식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또한 G7 개발금융기관들(DFIs: G7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간 파트너십인 2X 챌린지(2X
Challenge)를 위해 15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2026년까지 저소득, 중저소득 국
가의 여아 교육과 여권 신장에 사용하기로 합의16)

3. 시사점
■ [보건]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허브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전염병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참여국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의 백신 위탁생산 확대를 통해서 제조기술을 한 단계 상향시키고, 글로벌 백신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문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COVAX에 2021년
1억 달러를 공여하고, 2022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17)

- 이번 전염병 발생에서 백신 공급까지 300일가량 걸린 것을 100일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는
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
자를 확대해야 함.
◦ 인수공통감염병 등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신기술인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노력도
강화할 필요

15) 유럽, 아프리카 및 주요국 정상은 5월 18일 파리에서 동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아프리카 경제의 회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EP 동향세미나(2021. 6. 7), 「아프리카 재원조달 정상회의 주요 결과」, http://cee.emerics.org/issueDetail.es?brd
ctsNo=316618&mid=a10200000000&systemcode=05 참고.
16)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여아 교육 및 여성 고용 촉진 관련 뉴스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http://www.g7.utoronto.ca/foreign/2
10503-education.html.
17) 관련 보도 내용(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76849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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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녹색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ESG 경영’ 장려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도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참여국 정상들은 기후변화가 선진국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석
탄 화력발전 △교통 등 여러 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즉각 도입하기로 합의했음.
- 또한 정상들은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석탄 화력발전 등 탄소배출이 큰 부문 대신 녹색성장에 이용
되어야 하며,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등을 통해서 기업 역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지지한 바 있음.
-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내적으로는 보조금 등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
개 등의 유인책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의미 있고 투명하
게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국제관계] G7 국가들과 △인권 △민주주의 △포용성 등 가치 중심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보건 △기후변화 △경제회복 등 우리 국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공공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당면 국
제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
-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G7의 인도·태평양 협력구상을 연계하면서 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협
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
- 가치 중심 연대를 공고화해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과의 소통 및 공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상회담의 논의결과를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
과의 소통 지속이 요구됨.
◦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 역시 세계경제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G7 차원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대중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국제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
켜야 함.

■ [성평등] 이번 회의의 합의문 모든 항목에서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성평등과 여성의 역할 확대를 강조함.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진출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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