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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철회되었던 파리협약에 재가입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매우 적극적임에 따라 향후 바이든 행정부
가 취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도 대응을 준비해야 함.

□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검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인 기후계획 공약과 청정에너지 공약검토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기후변화대응정책 연계성 검토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과 강도에 의존
◦우리 경제에의 영향은 수출, 탄소국경조정, 에너지산업, 친환경자동차산업으로 구분
하여 분석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우리 기업의 대응 검토
◦우선적으로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검토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응을 분석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에 대한 대응 검토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주요 내용
◦탈석탄과 전력부문 탈탄소화의 청정에너지정책
- 탈탄소화에 대한 자신감 표출로 2035년 발전부문 탄소중립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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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탄소포획활용저장장
치 등 기술적 전환
- 미국의 청정에너지정책은 전력부문의 우선적 탄소중립과 전기차에 의한 수송부문 탈탄소화
전략으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강조
- 재생에너지 대 셰일가스 갈등 조정 필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 투자 지원
- 미국 수송부문 탄소 감축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활용
- 한편으로는 침체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재부흥하여 일자리를 창출
-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동시에 산업정책 및 경제부흥정책과 일맥상통
-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에 따른 대중국 견제

◦중국 대비 미국의 글로벌 대외경쟁력 우위 확보와 강화
- 미국은 전통적 소비국가에서 생산국가로, 중국은 생산국가에서 소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대중
국 견제 강화가 예상됨.
-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효율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중국
의 대외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대외경쟁력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탄소경쟁력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탄소국경조정(CBA)이나 미국 주도의 탄소동맹 가능성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BCA)과 탄소세(Carbon Fee)
- 국경탄소조정의 시행 가능성 상존하며, 국경탄소조정은 탄소세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Climate Leadership Council의 제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 CO2 배출의
57% 감축 가능
- 동 제안에 따르면, 초기(2021년) 탄소세 43$/CO2톤 적용하고 2035년에 112$/CO2톤에 이
름. 현실적으로는 2025년에 시행 가능성 있음.
- WTO 규정과 합치하기 위해서는 탄소국경조정과 탄소세 동시 시행이 가장 적합

◦산업정책으로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고유의 의미보다는 일자리와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으로서의 시행 가능성 높음.
- 대중국 견제의 장치로서 기후변화 대응정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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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에의 영향
◦수출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로 대미 수출
감소 가능성
- 탄소집약도가 높고 대미 수출이 많은 중국 제품과 겹치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제품의 수출
감소 가능성
- 또한, 탄소집약도가 높은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로 중국을 통한 대미 우회 수출도
감소 가능성
-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중점전략산업 보호로 대미 수출에 영향
- 반면에 미국의 자국산 소재 및 부품 중심정책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산업의 대미 직접투자
증대 전망
-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접투자로 전환 지속 예상

◦탄소국경조정
- 미국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리더쉽 확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시행가능성, 2025년까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제품에 관세 부과 언급, 탄소세 시행의 경우 초기 40~50$/CO2톤
예상
- 철강, 운송장비, 기계, 전기기기, 플라스틱, 고무, 화학제품 등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고
대미 수출 의존적인 산업에 부정적 영향 예상, 특히 철강 등 중국 대비 미국의 탄소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탄소국경조정 우선 시행 예상
-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도 영향,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과 가격
하한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

◦에너지산업에의 영향
-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태양광, 풍력 시장 확대,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확대에 전망
- 탄소포획활용저장장치의 기술적 혁신 가속화
- 미국의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로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을 사용하는 우리
제품의 탄소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산업에서의 구조개혁 필요성
점증

◦친환경자동차 산업
-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정책과 경기부양책의 핵심
-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
- 미국의 자국 생산 우선주의가 강한 부문으로 대미 직접투자 증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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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의 대응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대응
- 탄소세/탄소국경조정 패키지와 탄소동맹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비 필요
- 우리 기업의 탄소효율성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RE100
에도 대응 필요
-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접투자로의 전환 대응
- 미중 갈등 심화의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중국과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략 필요
-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전면 유상할당과 가격하한제에 대비

◦미국의 청정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응
-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정책의 결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재생에너지 설비의 대미 수출과 대미 직접투자 밸런싱 대응
-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의 방향에 대응하고 미국과의 공동연구 추진
-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부의 미국과의 양자 논의 체계 확립 필요
- 미국의 전력부문 탄소중립 우선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력시장의 구조개혁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대응으로서의 금융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 강화에 대한 대응
-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 대응
- 친환경자동차 및 해당 부품의 미국 진출 대응
-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 연축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사업다각화 등
기업의 사업부문 변화 대응
- 연관산업인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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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예고
-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철회되었던 파리협약에 재가입
-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표현
- 이에 따라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도 대응을 준비해야 함.

□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약 검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기후계획 공약과 청정에너지 공약으로 양분
- 기후계획 공약 검토
* 대선 후보 경선 시의 기후계획 공약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적 내용
* 바이든의 기후계획 공약 사이트(https://joebiden.com/climate-plan/)의 내용을 검토

- 청정에너지 공약 검토
*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발표된 청정에너지 공약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초
* 바이든의 기후계획 공약 사이트(https://joebiden.com/clean-energy/)의 내용을 검토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기후변화대응정책
◦기후변화대응정책은 경제정책 전반과 연계성을 가짐
- 기후변화대응정책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의 기조와 연계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정책과 연관된 정책에 대한 기조 검토 필요
*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연관된 재정정책, 통상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에 대한 검토
* 이러한 정책 연관성을 파악한 후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유효성을 분석
*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검토한 여러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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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우리 경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과 강도에 의존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과 강도는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과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의함.
-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방향과 범위 및
강도 측면에서 분석이 요구됨.
-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분석 연구들을 비롯해 기존의 문헌을 통해 분석

◦우리 경제에의 영향은 수출, 탄소국경조정, 에너지산업, 친환경자동차산업으로 구분
하여 분석
- 수출과 관련해선, 대미 수출과 대미 직접투자에서의 추이를 분석
- 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해서는 탄소국경조정의 시행가능성, 산업별 영향, 대중국 관련 영향을
분석
- 에너지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전통적 에너지산업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분석
- 친환경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재정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관하여 영향을 분석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우리 기업의 대응 검토
◦우선적으로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검토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응을 분석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에 대한 대응 검토

□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주요 내용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유효성과 시행가능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특징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과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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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1) 바이든 미대통령의 기후변화대응 공약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대선 후보 경선시의 기후계획 공약과1)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발표된 청정에너지 공약에2) 기초
◦여기서는 이 두 공약에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봄.

(1) 기후계획 공약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은 청정에너지 혁명과 환경 정의를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있음.
◦바이든의 기후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clean energy economy) 달성과 탄소중립
(net-zero emissions)3) 도달
◦2025년까지 기준 목표를 포함한 실행 메카니즘 확립
◦청정에너지와 기후 연구개발 혁신에 경이적인 투자
- 10년에 걸쳐 4천억 달러 투자(아폴로 프로그램의 2배 지출)
- ARPA-C(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cused on climate)4) 설립
1) https://joebiden.com/climate-plan/
2) https://joebiden.com/clean-energy/
3) 여기서는 net-zero emissions를 탄소중립으로 해석함.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
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임.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름.
4) ARPA-C에서 100% 청정에너지 달성을 위해 개발하는 혁신 내용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제시

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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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연료와 항공기 저탄소 기술 인센티브
- 탄소 포집, 활용, 저장(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CCUS) 기술 개발과 상용 가속화
(연방정부 투자와 조세)
-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 식별
◦청정에너지 혁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석유 가스 운용에 대한 과감한 메탄 오염 제한 요구
- 100% 청정에너지와 제로-배출 자동차를 위해 연방정부조달체계를 통해 매년 5천억달러를
지출
- 기존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보전과 시행
- 중소형 자동차 신규 판매 100%를 전기차화하고 대형 자동차의 점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연료경제기준을 개발(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강조)
- 기후변화 해법으로 농업부문이 주도하는 미래 액체연료(바이오연료) 두 배 확대(농업부문
강조)
- 연방정부 인프라 투자의 기후 오염 감축 및 모든 연방정부 인허가 결정에서의 온실가스배출
과 기후변화 영향 고려
- 생태다양성 보호, 멸종률 완화, 미국 토지와 수역의 30% 보호로 자연적 기후 해법 활용
지원
- 미국의 자연 유산 보호, 특히 공공 토지와 수역에서의 신규 석유 가스 인허가 금지, 기후
비용을 고려하는 로얄티 개정, 2030년 해상풍력 두 배 목표와 함께 연방 토지와 수역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확립 등
-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성 개선
- 전기차 상용 가속화(2030년까지 신규 공공충전소 50만개 지원, 전기차 세액공제)
- 지역 교통 해법 개발 강화
- 기후친화적 농업 혁신과 투자에 대한 규제 장애물 검토
- 주거 정책 등을 활용한 도시 팽창의 기후 영향 완화
- 저탄소 제조업 발전 전략 수행

□ 기후변화 영향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복원력 강한 국가 재건
◦기후변화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 기후 적응 아젠다 정의
- 위험과 위험 이전 비용을 관리하고 감축하는 새로운 수단의 개발
- 새롭고 복원력 높은 인프라 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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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철도혁명 촉발
* 여객수송: 동북부 철도 고속화, 위싱턴-뉴욕 운행시간 1/2 축소, 캘리포니아 고속 철도 프로젝트,
동북부 주선철도의 남부 확장
* 화물수송: 오레건과 워싱턴주 연결 교량, CREATE 프로젝트 완성

◦지역 기후 복원 계획의 발전에 의한 정부의 기후 복원 노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집결
◦기후변화 파리협약(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으로의 복귀5)
- 세계 기후 정상 회의 소집
- 글로벌 선박과 항공에서의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약 선도
-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키갈리 수정안(Kigali Amendment) 수용(HFC 억제)

◦외교 정책, 국가안보 전략, 통상에서의 기후변화 포함
- 통상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목적을 분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 기후나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탄소집약적인 재화에 대해 탄소조정 수수
료(carbon adjustment fees) 또는 쿼타 부과
- 중국의 석탄수출 보조와 탄소배출 아웃소싱 중단 및 일대일로의 환경적 기준 상향 요구
* 탄소 저감을 위한 미-중 양자 협약 체결
* 고탄소 프로젝트 수출 자금 보조 철폐를 위한 G20 공약
* 일대일로 국가들에 저탄소 에너지 투자의 대체 개발금융 자금원을 제공
* 개발 프로젝트의 채무상환 우선순위에 대한 IMF와 지역 개발은행의 기준을 개혁

-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전세계적 금지 요구
- 청정에너지 수출 및 기후 투자 이니셔티브
- 비청정에너지에 대한 금융 배제
- 미국의 기후 금융 공약 충족과 기후공약 개발도상국에 ‘녹색채무구제(green debt relief)’
제공
- 전지구적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촉진(Mission Innovation 출범)
- 신규 전지구적 기후 변화 리포트(Global Climate Change Report) 제도화를 통한 반기후
국가 공표
- 북극 해양 시추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움 추구 및 북극위원회 우선 순위로 기후변화 재설정

5)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을 탈퇴할 때 유엔 등록부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2025년 감축목표의 철
회의사까지 표명한 것은 아님. 유엔 등록부에 오바마 행정부의 감축 목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음.(Hodgs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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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지역에서의 기후 협력 강화
- 핵심적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서 기후변화 위상 정립
* 기후변화에 의한 국가 및 경제 안보 영향에 대한 국가 정보 추정 의뢰
* 국방부 장관과 합동 참모 본부 의장의 기후 변화 국방영향에 대한 보고 지시
* 기후변화의 안보영향 해결을 위한 국가안보 고문의 포괄적인 전략 개발 지시
* 기후변화 영향 위험 처리를 위해 미국 및 전 세계의 군사 기지 및 중요 보안 인프라의 기후
복원력 투자

□ 유색인 및 저소득 계층에 유해한 오염자의 권한 남용 방지
◦화석연료 기업이나 오염자에 대응하는 행동 실천
◦청정하고 안전한 식수

□ 지난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노동자와 커뮤니티에 대한 의무 이행에 충실
◦석탄 광부와 가족들이 가져왔던 혜택 확보
◦기후 전환에 영향을 받는 석탄 및 발전소 커뮤니티 등에 대한 투자

(2) 현대적 지속가능 인프라와 공정한 청정에너지 미래 구축 계획(청정에너지계획)
□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마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
◦첫 임기 동안 과학이 요구하는 기후적 진보 충족을 위한 불가역적 과정 시작에 2조달
러 투자 가속화
- 인프라 재건: 지속가능한 성장, 세계 경제에서의 경쟁, 기후변화 영향 억제, 공공보건 개선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 국내 자동차 공급 체인 및 자동차 인프라에서 1백만 신규 일자리
창출
- 도시교통 부문: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제로 배출 공공 운송 옵션 제공
- 발전 부문: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 무배출(carbon pollution free) 달성을 위해 청정,
자국산 전력 발전으로 이행
- 건물 부문: 4년에 걸쳐 4백만 건물 업그레이드 및 2백만 주택 풍화를 통해 1백만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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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부문: 1.5 백만 지속가능 주택 건설 추진
- 혁신: 청정에너지 기술의 급속한 비용 감축과 상용화 기술; 배터리 저장, 네가티브 배출
기술, 신세대 건축 자재, 재생가능 수소, 고급 원자력 기술 등
- 농업과 보존
-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그림 1> 미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자료: U.S. EPA (2020)

◦현대적 사회간접자본 구축(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도로, 교량, 철도, 항공, 항만 및 내륙 수로를 포함하여 수송 인프라의 변모
- 제2차 철도 대혁명 촉발
- 도시 대충 교통 네트워크 혁신
- 청정하고 안전한 식수 확보
- 5G를 통한 광대역 또는 무선 광대역 전국 확장
- 버려지고 잘 사용되지 않는 Brownfield 부동산, 오래된 발전소 및 산업 시설, 매립지, 버려진
광산 및 기타 유휴 지역 사회 자산의 정화 및 재개발
-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지역사회 활성화

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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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십억톤)

자료: EIA

◦21세기 미국 자동차 산업 포지셔닝
- 미국 노동자에 의해 미국 전역에서 만들어지는 미국의 미래
-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계획 활용을 통해 미국제조 및 미국원자재의 청정 자동차 수요를 증대
-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청정화 장려(미국 자재/부품/제조 자동차 교체에 대한 소비자 리베이
트 지원)
- 자동차 전기화 지원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50만 개 전기
충전소 등)
- 전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가속화 및 국내 생산능력 발전 지원
- 2030년까지 모든 미국제조 신규 버스의 제로 배출 목표 수립(50만 스쿨버스 전환 등)
- 비용을 절감하고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연료경제 기준 확립

◦청정 전력을 생산하는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
- 경제의 전력화 비중을 확대하는 미국 전력부문의 전환을 통해 최대 일자리 창출과 21세기
경제적 기회 동력을 마련
- 에너지 효율성, 청정 에너지, 전력 시스템과 전선 인프라, 새로운 배터리 저장장치와 송전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수행
- 에너지효율과 청정에너지를 위한 세제 유인의 개혁과 확대, 민간부문의 청정에너지 혁명
투자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금융 메카니즘 개발, 에너지와 전력 운영사를 위한 기술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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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너지효율과 청정전력 표준(Energy Efficiency and Clean Eletricity Standard; EECEC)
정립
- 기존 인프라 및 자산 활용

◦건물 부문의 업그레이드: 건물 개조, 학교 건물 업그레이드, 미국 전역에 걸친 주택
건설
- 4년에 걸친 4백만 건물의 업그레이드와 2백만 가구 풍화를 통한 1백만 일자리 창출
- 학교와 조기 학습 시설 현대화를 위한 다년간의 대규모 국가적 노력 출범
-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인종적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50만
주택 및 공공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함.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역사적 투자 추진
- 신규 고등기후연구기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on Climate; ARPA-C) 창
립6)
- 탄력적 공급망 혁신 가속화: 희토류 광물 의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강화 투자
- 국가 연구소 투자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보존에 투자
- 민간 기후대(Civilian Climate Corps)를 통한 차세대 보존 및 복원력 근로자 동원
- 자원 추출의 영향으로부터 지역 경제를 정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25만 이상의 일자리 창출
- 농장과 목장의 정립 지원

◦환경적 정의 확보 및 공평한 경제적 기회 창출
- 낙후 지역사회의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설치 지출에서 전체 이익의 40%를 받도록
목표를 설정; 청정한 대중 교통과 운송;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택; 훈련 및 인력 개발;
전래된 오염의 개선 및 감소; 청정 수자원 인프라시설의 개발
- 기후변화, 경제적 고통, 인종 불평등 및 다중 원인 환경 오염의 누적 스트레스로 위협받는
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에서 농촌,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낙후 지역사회를 식별하는 데이터
중심의 기후 및 경제 정의 선별 도구를 확립
-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환경정의 문제를 우선시하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도록 함.
- 상장회사의 환경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는 방안이 포함되고 있음.
상장회사는 자사의 영업망 및 공급망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과 온실가스 배출
량을 공시해야 함.

6) 아래의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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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 정책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인 ARPA-C(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cused on climate)
- 리튬-이온 전지 1/10 비용의 그리드 스케일 스토리지 기술
- 현재 원자로 건설 1/2 비용의 소형 모듈러 원자로 기술
- 지구 온난화의 잠재력이 없는 냉각제를 사용하는 냉장제품과 에어콘 기술
- 순비용 제로의 제로-넷 에너지 빌딩
- 셰일가스 수소 생산 비용의 재생에너지 이용 무탄소 수소 생산 기술
- 철강, 콘크리트 및 화학제품 제조에 필요한 산업열의 탈탄소화 기술과 탄소 중립적 건축
자재의 재구성 기술
- 식량 및 농업 부문의 탈탄소 기술과 농업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지면에 저장
하는데 활용하는 기술
- 발전소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지하 깊숙이 격리하는 기술 또는 이를 사용
하여 대체 제품을 만드는 기술
- 이러한 혁신 기술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의 비용을 적절하게 제시하
고 있다는 점임. 이는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상대적 비용으로 제시된 기존의 기술이 신기술이
사용될 때까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또한, 공약에서 제시된 기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임. 기존의 기술이 가진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적시하고 있음.

(4) 탄소세 관련
◦바이든 공약 상에 구체적인 탄소세 방향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여기서는 바이든 행
정부의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이 창립멤버로 참여하였던 Climate Leadership
Council(CLC)의 탄소배당계획을 살펴보고자 함.

□ Climate Leadership Council의 탄소배당계획(Carbon Dividends Plan)
◦점진적인 탄소세(carbon fee) 인상:
-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에너지 관련 배출 모두에 직접 적용하여 부과하며, 각 연료의 탄소함
유량에 기초하여 적절한 탄소전환계수를 이용해 계산
- 2017년 기준으로 CO2 톤당 40달러로 탄소세7) 부과를 시작으로 매년 인플레이션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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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씩 인상하는 안을 제시
- 2021년에 시행된다면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 CO2 배출의 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
며, 파리협약 약정을 초과하여 달성하게 됨.

◦모든 미국인을 위한 탄소배당
- 탄소세의 순수익은 모든 미국인에게 공평하게 분기별로 되돌려줌.
- 첫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000달러 탄소배당을 지급하며, 탄소세 상승에 따라 지급액
수도 증가하게 됨.
-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 가정은 에너지 비용보다 더 많은 탄소배당을 지급
받게 됨.

◦유의적인 규제 단순성
- 탄소세에 의해 더 이상 규제가 요구되지 않으며, 탄소세가 규제를 대체할 것임.
- 탄소가격에 대한 거래 규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저탄소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와 혁신에 요구되는 확실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임.

◦국경 탄소 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BCA)
- 탄소가격시스템이 없는 국가에 탄소집약재화의 수출은 지급된 탄소세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 탄소집약 재화에 대한 수입은 탄소함유분에 대해 조정세를 부과하게 됨. 생산에
서 탄소집약도에 기초하여 수입재화에 세금을 적용할 수도 있음.
-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국가에 의한 탄소누출과 무임승차를 방지하게 됨.

(5) 미국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핵심적 내용
□ 탈석탄과 발전부문 탈탄소
◦바이든 공약은 2050 탄소중립보다는 2030년 중기 목표 상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2030 감축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미국은 이미 탈석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자신감은 석
탄을 발전원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강한 국경탄소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기존 NDC에서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목표로 설
정, 이 2025년 목표는 달성 가능한 상태로 알려짐.8)
◦2035년까지 발전부문 탄소 무배출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부문에 앞

7) Stern-Stiglitz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2017)에 의하면 탄소 가격은
2020년까지 최소 40~80달러/tCO2 그리고 2030년까지 50~100달러/tCO2로 제시되어 있다.
8)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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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석탄발전에서 탄소 무배출을 달성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
내고 있음. 이미 미국 기업은 석탄의 경제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9)
◦발전부문의 탈석탄과 탈탄소화는 신재생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탄
소포획활용저장(CCUS)의 활용을 통하여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경기부양안에 풍력과 태양광의 핵심 보조금인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
(ITC)를 필수 통과 항목으로 양당 상하원이 지정하게 한 것으로 파악10)
◦탄소중립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열 지붕 및 공동체 태양열 시스템 800만개를
포함해 5억개의 태양열 패널 및 6만개 풍력 터빈을 설치
◦수소에너지 혁신을 통한 청정에너지 다각화 추진
- 미국 에너지부(DOE)는 수소 프로그램 계획(Hydrogen Program Plan)을 발표하여 수소 프로
그램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기술적 목표들을 제시
- 기술적 목표: ① 수소 생산비용 kg당 2달러, 운송･분배 비용 kg당 2달러, ② 산업 및 고정
발전 비용 kg당 1달러, ③ 장거리 대형 트럭 수소 연료전지 25,000시간 내구성 및 kW당
80달러, ④ 차량용 수소 저장 kWh당 8달러, kg당 2.2kWh, 리터 당 1.7kWh, ⑤ 전해조
내구성 80,000시간･시스템 효율성 65% 및 kW당 300달러, ⑥ 연료전지 시스템 비용 kW당
900달러 및 고정식 고온 연료전지 내구성 40,000시간 등
-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은 발전용 수소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수소 에너지 생산, 저장, 운반,
공급 기술 고도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수소 전력 생산을 추진11)

□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투자
◦자동차 도로 등 인프라를 포함하여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코로나위기
이후 침체된 고용 상황에서 벗어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
의 신부흥기를 이끌어 미국 전반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면서 수송부문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 수소차 등 자동차 신기술을 확보
하여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2030년 말까지 50만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 배치,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미국
자동차 생산 및 자동차 인프라 분야에서 100만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9)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10) 한병화(2021)에 따르면 공화당 지역구에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많아 풍력과 태양광 보조금에 반대가 심하지
않으며,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 미국 풍력·태양광 시장은 2021년 이후에도 보조금이 연장되면서 지속 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11) 황인영·강경탁(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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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기준 미국 전역에 설치된 공공 전기차 충전소는 약 21,649개소이며, 이는 독일
의 충전소 20,755개와 유사한 수준으로, 밀집도 측면에서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음.
-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중 레벨1 충전기와 DC급속 충전기의 경우 주로 서부 캘리포니아와
동부 대도시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수가 적고 요금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이용 대상도
제한적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주간(interstate) 이동이 많은 미국 특성상 주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 설비가 부족하여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슈퍼 듀티(super duty) 또는 헤비 듀티(heavy duty) 등 고성능 픽업트럭이 주간
(interstate) 화물운송 등 장거리 유통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전기 픽업트럭 상용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는 배터리 R&D를 통한 주행거리 증대, 급속충전기술 고도화 및 주간고속도
로 전기차 충전소 확충 필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공약하고 친환경차 투
자를 일자리와 연계시켜 진행할 예정인 만큼, 향후 자동차용 수소 연료전지 관련
R&D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배터리 포함 전기차 제조 밸류체인의 미국 내 수직 계열화,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과 연계하여 투자의 전략적 확대가 예상
- 2020년 미국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OECD 32개국 중 32위로 낮은 수준이며, 유럽 국가
대비 연료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음.
- 2018년 미시간 교통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료유지비에서 전기차는 연간 485달러인
반면 휘발유차는 연간 1,117달러로 나타나 전기차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됨.
- 2021년 말 예정된 전기 픽업트럭 양산을 기점으로 이후 2~3년 간의 확산기를 거쳐 미국
내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에 미국내 전기
차 관련 인프라의 급격한 확충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성차 업체의 경우
기존 공장을 전기차 설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부 장관 내정자 제니퍼 그랜홈 전 미시간 주지사는 과거 전기차 배터리를 적극 지지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기차 및 전지 분야 투자 확대 전망

□ 중국 대비 미국의 글로벌 대외경쟁력 우위 강화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미래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견제
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 과거의 중국을 민주주의 및 자유경제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유화책은 오히려 중국 경제 번영과 독재체제 강화로 미국 경제에 위협을 증가
시켰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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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미국은 전통적 소비국가에서 생산국가로, 중국은 생산국가에서 소비국가
로 변환하고자 하는 G2 공급망 리밸런싱 과정에서 배타적 경쟁 불가피
◦전방위적으로 국가간 갈등을 유지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
우방국과의 연합 및 공조를 통해 대중 견제·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일대일로 등 중국의 성장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TPP 재추진, 인도·태평양의 확대 등 제2의
Pivot to Asia 정책 및 국제공조체제 복원 기대
- 그러나 바이든은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관세정책은 오히려 원재료 가격 상승을
부추겨 미국 농민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치였다고 비난함. 관세보다는 환경·반독점·인권·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영역에서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
됨.12)
- 다만 현재 부과되고 있는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단기간에 전면 철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13)

◦미국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친환경 분야, 특히 기후변화대응에서 글로벌 리더
쉽을 발휘하여 미국의 1등 국가 지위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탄소집약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
한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외 확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탄소효율성 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
으며, 전력부문에서도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 중국에 비하여 탄소효율성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고 있음.
- 제조업 전 분야에서 중국에 비하여 탄소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철강과14) 태양광 패널15) 등에서 탄소효율성이 중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분석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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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에는 부정적이지만 탄소국경조정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음.
강구상(2020) 참조
철강 부문에서 미국은 전기로 비중이 높으며, 전력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태양광 패널에서 미국은 crystalline silicon solar panels의 평균 탄소지문(carbon footprint)이 40g
CO2e/kWh, thin film solar panels는 30g CO2e/kWh인 반면, 중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71g CO2e/kWh
인 것으로 분석(Yue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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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과 중국의 탄소집약도 비교

GDP CO2 intensity (Mt CO2/$M)
Electricity CO2 intensity (Kt CO2/GWh)
석탄비중(%)
석유비중(%)
천연가스비중(%)
화석연료비중(%)

미국

중국

286
0.45
34
1
32
67

983
0.70
70
0
3
73

자료: Rorke·Bertelsen(2020)

◦중국의 대외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대외 경쟁력과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으로 탄소경쟁력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국경탄소조정 등과 같은 규제를 정립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우방과 동맹과 협력하여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적 규약을 강화하여 중국의 대외
진출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
◦미국 주도의 탄소동맹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음. 오바마 행정부 때 에너지·기후주요경
제국포럼(The 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MEF)을 만들었는데,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7% 정도를 차지하는 17개 주요경제국들의 기후협상
무대였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형태의 기구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
해 기후변화 대응의 대외 주도권을 확립할 것으로 전망됨.16)

□ 국경탄소조정(BCA)과 탄소세
◦국경탄소조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국 단일 탄소세가 가장 실효성이 높음.
다시 말해서 단일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에 대한 미국 전역의 단일 탄소세가 적용
된다면 국경탄소조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실효성을 가지게 됨.
◦탄소세에 대한 CLC의 계획안을 적용하는 경우, 2035년까지 미국의 CO2 배출은
2005년 대비 57%까지 감축할 수 있으며, 1.4조달러 투자와 1.6백만개의 일자리를 창
출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17)
- 모형에 따르면, 2021년 탄소세 43$/CO2톤을 적용하고 매년 인플레이션에 더하여 5%씩
상승하여 2035년에 112$/CO2톤에 이르는 것으로 적용
- 탄소가격에 따라 약 30여 가지의 탈탄소 기술이 적용되어 배출을 감축하는 것으로 전제
16)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17) Thunder Said Energy(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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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57% 온실가스 감축: 탄소세 부과하는 2021년에 석탄에서 가스로
스위칭하며 단기적으로 가스 사용 증대, CCS는 2026년 이후 적용, 석유류로부터의 CO2배
출의 지속적 감소
- 탄소가격이 부과되자 석탄은 경제성을 잃어버려 가스로 급격히 대체

<그림 3> 탄소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탈탄소기술과 감축량

자료: Thunder Said Energy(2020)

<그림 4> CLC계획에 따른 CO2 감축

자료: Thunder Said Energy(2020)

- 투자는 2023년 950억$로 급격히 증대되고 2030년에는 1,000억$, 2035년에는 1,300억$로
증대: 탄소세 부과 초기에 전력부문의 투자가 급격히 증대, 이후 수송부문과 CCS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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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 산업 투자는 초반기에 집중되었다 점차 둔화되고, 재생에너지 부
문은 꾸준한 투자가 전망됨.

<그림 5> CLC계획의 연도별 탈탄소 투자 및 구성

자료: Thunder Said Energy (2020)

-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은 2035년에 1,350TWh로 3.3배
증대, 비중은 10%에서 29%로 확대, 석탄발전은 탄소세 시행 후 급격히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되어 경제성 소실

<그림 6> CLC 계획의 전력부문에서의 에너지 비중

자료: Thunder Said Energ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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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경탄소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WTO 규정 등에 따라 국내 탄소세가 시행
되어야 함, 따라서 탄소세(carbon fee)는 국경탄소조정(BCA)와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 산업의 경쟁력과 탄소누출 및 탄소 아웃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경탄소조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음. 실제적으로 탄소
국경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탄소세가 가정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음.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탄소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18)
- 미국 제조업 제품은 전세계 평균보다 80% 이상 탄소효율적이며, 미국의 탄소우위는 중국의
3배, 인도의 4배인 것으로 조사
- 에너지 채굴(energy extraction),19)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rubber andd plastics
manufacturing),20) 컴퓨터 및 전자 장비 제조업(the manufacture of computer and electronic
equipment)21) 부문에서 미국은 2배 이상 탄소효율적인 것으로 분석
- 미국은 GDP CO2 집약도에서 EU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더 탄소효율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력부문 탄소집약도에서 미국보다 탄소효율적인 국가는 브라질, 캐나다,
EU 등인 것으로 조사

<표 2> 주요 국가별 탄소집약도 비교

GDP CO2 intensity
(Mt CO2/$M)
Electricity CO2 intensity
(Kt CO2/GWh)

미국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EU

멕시코

러시아

세계

286

298

382

983

1,068

264

411

1,213

468

0.45

0.13

0.14

0.7

0.71

0.36

0.45

0.66

0.62

주: 미국의 탄소우위 주황색, 미국의 탄소열위 하늘색
자료: Rorke·Bertelsen(2020)

◦미국 수입품의 75%는 미국보다 탄소 비효율적인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주요 무
역국 중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비하여 탄소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국
가들 보다는 탄소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중국에 비하여 미
국은 약 3배 이상 탄소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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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ke·Bertelsen(2020)

풍부한 국내 에너지원 개발로 인함.
미국의 천연가스 활용에 의함.
고도로 정교한 국내 기술 산업의 반영으로 탄소효율적임.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표 3> 미국 주요 무역국과의 탄소효율성 비교
주요 수입국

주요 수출국

국가

수입비중(%)

지표

국가

수출비중(%)

지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일본
영국
인도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세계

19
12
10
5
5
4
4
3
2
2
100

3.2
1.3
1.4
0.9
1.1
0.6
3.8
1.8
0.6
0.9
1.8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영국
독일
한국
프랑스
브라질
아일랜드
세계

14
12
10
5
4
4
3
3
3
2
100

1.3
3.2
1.4
1.1
0.6
0.9
1.8
0.6
1.1
0.6
1.8

주: 미국의 탄소우위 주황색, 미국의 탄소열위 하늘색
자료: Rorke·Bertelsen(2020)

◦CLC 탄소계획(2021년 시행 가정) 국경탄소조정(BCA)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
면, 국경탄소조정은 국내 탄소 정책이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작
동하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의 에너지 수입은 BAU 대비 2025년 4.8% 감소하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낮아지며,
비에너지 재화의 수입도 BAU 대비 2.4%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
- BCA로 인한 수입 감소는 탄소효율적인 미국경제가 탄소집약도가 낮은 소재를 소비하여
발생하는 효과와 더 청정한 미국 산업이 낮아진 에너지 내수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효과, 두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됨. 결과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은 수입이 감소하
는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탄소우위와 BCA 시행에 따라 미국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의 비에너지 재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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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CA의 에너지 무역에 대한 효과(2025년)

자료: Rorke & Bertelsen(2020)

- BCA에 따라 미국의 인도와 중국으로부터의 비에너지 재화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우리나라로부터의 비에너지 재화 수입도 BAU 대비 2.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도,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입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대응이 요구됨.

<그림 8> BCA의 국가별 비에너지 재화 수입에 대한 영향(2025년, BAU 대비)

자료: Rorke & Bertelse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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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BCA의 산업별 비에너지 재화 수입에 대한 영향(2025년, BAU 대비)

자료: Rorke & Bertelsen(2020)

◦탄소세를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서 미국 국경탄소조정의 적정한 세율을 설정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 요구를 제시하고 있음.
- BCA를 적용할 제품군
- 제품 내의 탄소집약 소재의 량
- 수출국 생산공정에서의 탄소집약도
- 수출국 탄소가격이나 기후정책의 강도

◦각국 기후행동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가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제(transparency
mechanism)로, 이는 대칭성(symmetry)과 등가성(equivalence)을 두 축으로 하는데, 국
가 마다의 탄소량과 탄소비용에 대해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를 하기 위한 체제로, 미국
이 많은 공을 들였음. 후에 탄소국경조정 문제가 불거질 때 대칭성과 등가성을 정확
히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음.22)

2.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유효성
1) 재정정책
□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 관련 주요 공약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슬로건으로 고소득층 및 대기업 증세 등을 바탕으
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
22)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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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재건
-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시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구호법안을 시행하고 별도
의 경기부양책도 추진
- 친환경·인프라 2조달러 투자, 연방정부의 자국산 제품 4천억달러 구매, 미래산업 R&D 3천
억달러 투자: 낙후한 인프라 정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의료보험 및 교육지원 확대: 저렴한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

<표 4> 바이든 행정부 주요 재정지출 계획
(단위: 달러)

구분

인프라

교육

사회안전망

헬스케어

합계

4년간(2021~24)

2.3조

6.3천억

3.6천억

6천억

3.9조

10년간(2021~30)

2.4조

1.9조

1.5조

1.5조

7.2조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1), 정유탁(2020) 재인용

◦세입
-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 법인세 최고세율 21%에
서 28%로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37%에서 39.6%로 인상
-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한 증세
-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중산층 이하 가구에 세액공제를 확대

□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기후대응정책과 관련이 깊은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부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필
요가 있음.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원하고 친환경 에너
지 경제를 구축
- 주요 공공 인프라가 1930~60년대 건설된 것으로 매우 낙후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토목학회에 따르면 2016~25년 기간 중 미국의 공공인프라 투자 부족액은 1조 4,440억
달러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3조 9,5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낙후시설 정비, 자동차산업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고효율
주택 건축 등에 2조달러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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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Made in All of America)를 위해 리쇼어링 촉진, R&D 투자
등에 7,000억달러 투자
- 4,000억달러 규모의 Buy American으로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요처로서 정부의 역할 강조
-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한 3,000억달러의 신규 R&D 투자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 재정정책과 기후대응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코로나19위기의 극복과 인프라·친환경에너지 구축
으로 일자리 복원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관련 공약은 전환과 환경정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탄소포집·이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등
의 혁신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것으로 전망23)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정책도 인프라 강화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여야 함.

<표 5> 인프라 투자 주요 내용
분야
정비 사업 부문
자동차산업 부문
대중교통 부문
전력 에너지 부문
건물 부문

내용
도로, 철도, 전력망, 통신망 등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혁신을 촉진
정부조달, 세액공제, 전기차충전소(50만개) 등을 통해 자동차 부문
일자리 창출(100만개)
2030년까지 10만명 이상 지방자치제에 현대화된 고품질 무탄소
대중교통수단 제공
2035년까지 미국산 전력에 의존하는 친환경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세특례 제공 등 투자 장려
4년에 걸쳐 상업건물 개량(400만개), 기존주택 단열화(200만개),
친환경 신규주택건설(150만개)

자료: https://joebiden.com

◦인프라 투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친환경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인프라 투자, 증세 등 주요 재정정책 공약들이 이르면 2022년부터 집행될 것으로 예
23)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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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나 당초 계획보다 세출 및 세입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 Goldman Sachs에 따르면, 바이든 공약의 세출 규모가 세입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어서 실제
이행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 특히, 의회내 협상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25%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 전망
- 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증세는 향후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

◦재정지출 실행시 축소된다면, 일자리와 경쟁력 확보에서 후순위가 되는 분야에 대해
축소가 발생할 것임.
- 전후방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
되고 이는 전기차 부문 재정지출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음.

2) 통상정책
□ 통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미국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음.24)
-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한 동맹의 강화
- 대중 강경기조 원칙 하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대중 협력을 통한 대중국 유연성 기조
-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국제질서 형성
- 기후변화대응정책과 통상정책을 연계25)
- 미국 중산층을 대변하는 외교정책을 통한 글로벌 리더쉽 회복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부문 공약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유사한 대
중견제와 자국생산 보호를 기반으로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26)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의 가치를 중국이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
으며, 이는 미국의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기업들이 추구하였던 오프쇼어링 등의 효율성 경영방식이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그 방법론에서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 및 국제규범 준수
24) 김도희(2020) 참조
25) 환경·노동·인권 기준을 무역협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신규 무역협
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고 있음.
26) 국회입법조사처(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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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대중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목표
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음.
◦바이든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하
지만,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미국의 여론을 감안하면 보호무역주의적인 정
책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표 6>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부문 공약
분야

기조

WTO

무역협정

대중국

내용

미국중심주의
동맹국공조를 통한 미국의 리더쉽 강화
무역을 통한 시장확대방식 선호
WTO체제를 통한 국제규범 중시
상소기구위원 선임을 통한 분쟁해결기능 복원
WTO 개혁에 미국의 리더쉽 강조
CPTPP, TTIP 등 다자무역협정 강조
환경·노동 가치 중시
무역 권한에서 의회존중(의회주의자)
대중 견제 필요성 동의, 관세부과 반대
우방국과 공조한 대중 견제 전략 강조
지적재산권·노동·인권 사안에 중점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0)

◦WTO 다자체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한계도 인식하고 있어 WTO체제에 대한 개혁논
의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도 있음. 전반적으로
WTO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
◦기존의 대중 무역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통해 환경·기후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
고, 고용과 노동 관련 문제가 주요 통상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음.
◦탄소국경조정이 WTO협정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

□ 대중국 대외정책27)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강조: 양안관계, 남중국해 분쟁,
홍콩 인권 및 소수 민족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할 것
27) 국회입법조사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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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통한 반 중국 연대의 공식화: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국
견제 지향에 따라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 탈취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추구
◦다자주의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 전략: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등 다자 통상체제를 통해 대중국 억제 전략 시도
◦중국과 경쟁과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사안에 따른 협력도 병행할 가능성: 중국
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후변화, 핵 비확산, 글로벌 보건 안보 등에서 협력을 추
구할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
의 전략적 딜레마 완화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무역에서의 환경 및 노동기준 강화28)
◦환경 및 노동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생산과정도 미국과 동
일한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
◦환경 및 노동 부문을 강조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한 보호무역 기조가 나타날 수도 있음.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석유자원 의존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혔음.

□ 통상정책과 기후변화대응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며, 기후정책과 통상정
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려고 함.29) 기후변화 공약 관련해서 읽혀지는 기조
는 국제주의, 혁신, 타협적 접근의 3가지 기조라고 할 수 있음.30)
◦미국의 통상정책적 관점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조망한다면, 통상정책 중 대중 견제를
위해서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기후변화대응정책 중에서 탄소국경조정, 탈석탄 등을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
방 또는 동맹국과의 협력과 법적 또는 규제적 규칙에 의하여 이를 실행할 것으로 전
망됨.31)
28) 문종철(2020)
29) 신동원 외(2020)
30)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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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장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용과
생산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음.
- 동맹국이나 우방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석탄발전 등 탄소수출에 따른 대외진출 확장을
억제할 개연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국 생산을 통한 대외 수출에도 비용 상승 가능성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음.
◦한·미·일 동맹의 협력을 통한 대중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일차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음.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과 관련하여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구조를 개혁하는 노력이 요구됨.

3) 과학기술정책
□ 바이든 행정부는 수요자 중심 과학기술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미국
내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의 영향력 확대 예상
□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기술혁신 의제를 설정하고, 산업 규제 역시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전망
◦첨단 제조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제품 보호 정책과 더불어 국제무역 관련 규
칙 제정 주도 전망

□ ‘미국 내 혁신(Innovate in America)’
◦중국이 총 연구개발 투자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미국이 글로벌 리더쉽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인하여 미국 경제의 일자리 공급 축소가 되어 국내적으로도 연구개발
투자의 필요성이 점증되었음.
- 중국의 총 연구개발 투자는 1991~2016년 기간 동안 약 30배 증가하였고, 2020년 기준으로
초 연구개발 투자에서 중국은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2014년에 추월하여,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에 비하여 1.2배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졌음.
31) 규칙 기반 체제(rule-based system)에 가치를 둔 외교를 지향함(국회입법조사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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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고 경쟁적인
신산업 및 기술에 대해 4년에 걸쳐 3천억달러의 연구개발투자를 공약32)

<그림 10> 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 비교
(단위: 백만달러)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1)

◦전기자동차, 경량소재, 5G,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4년간 3천억달러의 연구개발 투자
추진 및 획기적인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기술 분야 고
품질 일자리 창출
◦불공정 무역관행, 미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공공투자 등의 대응 필요
◦첨단기술의 산업 적용 확대 속에서 노동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방자금을
지원받는 고용주들에게 유급기술 교육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보를 위해 50개주 전체에 연
방 R&D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a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보건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대학의 과학기술연구 장려금(gtant) 등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
◦‘미국시드펀드(America’s seed fund) 등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
32)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The Biden Plan to Ensure the Future is “Made in All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https://joebiden.com/made-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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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형 자금 지원
◦연방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기술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기존 권한을 강화
◦디지털, 통계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신설·확대
◦교육기관 및 협력 연구기관 신축, 첨단 연구개발·제조 장비 구입, 비즈니스 파크 신규
조성 등 연구인프라 확장

□ 연구개발부문을 중시하던 기존의 미국식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역할을 전방
위 국가전략 차원으로 확대33)
◦청정에너지, 자율주행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관련 기업의 리쇼어링과 첨단산업
육성, 의료품·의약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생산 확보를 추진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5G/6G, 신소재 부문 등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사
업화와 정부 재정의 역할 확대 전망

□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해 연방 연구개발 예산 증액 추진
◦코로나19 위기로 무너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부양
책을 추진하고, 확대된 재정지출의 일부는 연방 연구개발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
◦2009년 ARPA와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연방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미국이 직면한 위기에34) 대응하는 도구로서 과학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 연방 연구개
발 예산은 안정적 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에너지부(DOE)와 환경보호청(EPA), 보건복지부(HHS), 국립과학재단(NSF) 등 비국
방 분야 연방 R&D 전반에서의 예산 증액에 집중할 전망

□ 기초·응용연구 및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 확대 전망35)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연구를 위한 다부처 프로젝트인 ARPA-C(Advanced Research
33) 산업정책연구본부(2020)
34) 미국이 직면한 4대 위기로 전염병, 경제 번영, 가족의 건강 보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들고 있음.
35) 오윤환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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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Agency on Climate, ARPA-C) 추진 계획을 발표
◦ARPA-C의 연구가 에너지부의 ARPA-E의 기존 임무 및 연구와 중복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기존 ARPA-E의 예산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36)
◦이외에도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ARPA-H)도 제안한 바 있음.

□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기자동차기술, 경량화 소재, 5G,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혁신기술에
4년에 걸쳐 3천억 달러 신규 투자를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37)

□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관련 5G, AI, 바이오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역량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권 탈환과 동시에 국제적 리더쉽 회복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제조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국 제품 보호 정책과
국제무역 관련 규칙 제정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정책과 기후변화대응정책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신산업 기술 개발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전기차 등 친환
경자동차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전기차를 비롯하여 수소차 기술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에 대한 개발 투자로 수송부
문의 탄소중립과 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유효성
□ 청정에너지정책
◦바이든의 청정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전력부문의 탄소중립과 수송부문의 전기차 확대

36)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ARPA-E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음.
37) 국회입법조사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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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음.
◦전력부문의 청정에너지정책은 203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전력부문 청정에너지 확대에 약 2조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나 실제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이보다 더 많은 4조5천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전력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정책(예를 들면 탄소세)이 시행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2035년 전력부문 탄소중립은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생에너지와 셰일가스 간의 정치적 갈등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셰일가스에 의존적인 뉴멕시코,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에서 향후 정
치적 지지를 고려한다면 셰일가스에 대해 과감한 정책을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38)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CBA)
◦2007~2009 포스트 2012 협상에서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였으며, 초기에
는 Eco-Imperialism이라며 여러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
◦초기에는 통상 무역에서 협상카드로서의 역할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탄소국경조정이 WTO협정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
황임.39)
◦미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 함께 시행하는 안이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WTO 협정과도 합치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탄소세/탄소국경조정 패키지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탄소수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탄소누락(carbon omission)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규제보다는 기술과 시장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어 탄소세/탄
소국경조정의 탄소배출 저감 유인을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탄소감축을 유도
◦탄소국경조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인 국제주의와 연결되어 주요 탄소 배출국
간의 탄소동맹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와 맞물려 중국에 비하여 탄소효율성에서 우위에 있는
38) 김연규(2020) 참조
39) 이천기(2017), 정재호 외(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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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부터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EU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은 2023년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알려
진 EU의 안은 아래 3가지 임.
-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관세 형태) 실현가능성
- EU전역 탄소세
- ETS의 확장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환경보호 목적보다는 무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
으로 볼 수 있으며,40) EU 탄소국경조정의 경우 철강, 시멘트, 화학 업종이 주요 대상임.41)

□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5일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E.O. 14005)을 통하여 외
국산 정부 조달 허용 요건을 강화
- 외국산 조달 허용 요건 강화, 관리감독기능 강화, 바이아메리칸 적용 품목 확대(상용 IT
제품 등) 등이 주요 골자임.
-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강화되어 미 제조·일자리 창출 기여 가치를 신규
도입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일자리 창출과 직결시켰던 철강, 자동차 산업 조달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음.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량 100%를 미국산 전기차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2021년 1월 25일에 발표42)
- 또한, 상용 IT 제품 대상 바이아메리칸 법 적용 확대
◦전기차 등에서 미국의 재정정책에 의해 자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를 적용

□ 산업정책으로서의 기후변화대응정책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책이지만,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수입으로부터의 산업보호의 기능이 강화된 산업정책으로 전개될 가
능성이 높음.43)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여 태양광 패널 수요가 증대
하였지만, 태양광패널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미국의 태양광패널
40) 김동구(2021) 참조
41) 핵심부문은 철강, 시멘트, 전력이며, 이는 추후에 알루미늄, 비료, 화학제품으로 확장될 것으로 발언, 2020
년 10월 Diederik Samsom EU집행위 기후내각 수장
42) 이정선·이정민(2021) 참조
43) 그린뉴딜정책은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의미를 가지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의미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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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오히려 위축됨. 수입된 중국의 태양광패널은 미국 생산에 비하여 탄소집약적
이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더 탄소집약적인 제품을 사용하게 됨.
◦따라서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산업정책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부
터 산업으로서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모습
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수송부문의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과 신재생에너지 부문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
및 탄소포획활용저장장치 등에서 산업정책과 결합된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시행될 것
으로 전망됨.
◦또한, 탄소효율성에서 세계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산
제조 및 사용을 강화하는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을 시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산
업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대미 직접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3. 한국경제에의 영향
1) 수출
□ 대미 수출
◦미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2번째 수출시장으로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임.
◦미국은 ‘Buy American’으로 대표되는 미국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규모는 2016년 665억달러에서 2020년 742억달러로 증가한 반
면, 대미 수출 증가율은 오바마 2기 행정부(2013~2016년) 3.3%에서 트럼프 행정부
(2017~2020년) 2.8%로 둔화44)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서는 집적회로반도체와 전산기록매체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
한 반면,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등의 대미 수출은 현저히 위축되었음. 소재
부품 수출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일반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
기기부품 등이 대미 수출 증가세를 이어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
44) 이부형(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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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전략산업으로 보호하려는 시도가 더해지면서 이들 산업에서의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해질 전망
이어서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을 통한 대미 우회 수출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현저함.

□ 대미 직접투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던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하였으며,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였음.45)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는 해당 기간 누적 325.5억달러였
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누적 507.7억달러로 약 56%가 증가하였음.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대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오바마 2기 행
정부에서 25.1%였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26.0%로 증가하였음.
◦트럼프 행정부 시기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
이 급증한 가운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도 크게 증가하였음. 트럼프 행정부 시기 우리
나라 제조업의 대미직접투자 누적액은 약 85.3억달러로 오바마 2기 행정부 시기에 비
하여 약 47.9억달러가 증가하였고, 정보통신업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약 45.0억달러
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34.4억달러가 증가하였음.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의 증가세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Made in All of America로 대표되는 자국산 소재 및 제품 중심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접투자로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 통상정책, 기후변화대응정책 모두에서 탄소집약적인 제품
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정책에서 자국산 소재와 제품의 사용
을 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
접투자로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전환은 탄소집약적이고 중국 견제적인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
로 전망됨.

45) 이부형(2021) 참조

44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수송부문의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분야와 자동차 부품 등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보다는 대미 직접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부문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기계, 전자장비 등도 대미 직접투자 증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가 대미 집적투자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
로 이에 대한 국내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2) 탄소국경조정(CBA)
□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가능성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탄소국경세(탄소관세)일 가능성이 높음.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있었으나 배출권거래제가 탄소누출, 일부 산업에만 적
용되고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등 일반적인 탄소 감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의 패키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탄소국경조정의 경우에도 탄소국경세(탄소관세)의 형태일 것으로 예상
◦2009년 탄소관세 관련 조항을 가진 Waxman-Markey 법안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강
화탄소 생산품이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협약 이행시 발생하는 경쟁력 불균형과
탄소누출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당국의 조치를 허용하는 협약에 대해 명시하였음.46)
-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제품군은 생산 시 탄소집약적인 철, 시멘트, 유리와 같은 강화탄소
제품이었음. 따라서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한다면 이들 제품에 대한 국경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미국에 수입된 제품의 85% 이상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에서
생산되면 탄소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ⅰ) 미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
고 엄격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 국가, ⅱ) 미국이 참여하는 부문별 협약의
회원국 혹은 수출국 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동법 제763조에 따라 배출권 경감조치가
적용되는 미국의 동일한 산업보다 낮은 국가, ⅲ) 대통령이 경제 및 환경 측면에서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미국 상하원이 합동으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
- 이러한 기조가 향후에도 이어진다고 하면, 미국보다 탄소집약도가 낮은 산업에는 탄소국경
조정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미국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탄소국경조정의 시행은 미국의 코로나19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 확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대외경쟁
46) 정재호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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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는 여론 조성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강해지는 시기와 맞물
릴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탄소국경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이 패키지 형태로 시행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발표,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한 고탄소 배출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제한함으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47)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40~50$/CO2ton에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48) 탄소국경
조정세도 그 수준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Bailey 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명목탄소가격은 21$/CO2톤이지만, 유
효탄소가격(effective carbon price)는 15.96$/CO2ton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미국의
CLC 제안 탄소세(2021년 기준)인 43$/CO2ton에 비하여 1/2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임.
◦전반적으로 미국의 탄소가격 제안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은 현저히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미국에 알려져 있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탄소세 및 탄소국경
조정 시행은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47) 김유진(2021) 참조
48) Climate Leadership Council의 탄소세는 2021년 43$/CO2ton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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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가별 배출가중 탄소가격 (1990~2018)

자료: Bailey 외(2019)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세계 8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에 속함.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8%로 16%인 EU, 11%인 미국보다 높고, 석탄발전 비중 또한 40%로 24%인 미국,
32%인 일본, 30%인 독일보다 높음.
◦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비중이 높은 산업이면서 대미 수출비중
이 높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 비중과 에너지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정유, 화학, 1차금속 산업임.
-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은 철강, 철강제품, 운송장비(자동차·선박 등), 기계, 전기기기,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임.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품목의 대미 수출 비중은 차량 및 부분품
(39.4%), 전기기기(9.2%), 기계 및 부분품(24.4%), 플라스틱(9.5%), 철강(5.3%)로 나타나고
있음.
- 대EU 수출액 상위 품목의 수출비중은 차량 및 부분품(19.0%), 전기기기(6.2%), 기계 및
부분품(11.2%), 플라스틱(11.2%), 철강(11.5%)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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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산업별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단위: %)

에너지사용
온실가스배출

정유

화학

1차금속

27.8
10.9

26.9
19.0

25.3
38.2

비금속
광물
4.7
6.8

전자장비 펄프종이 음식료 자동차
3.8
7.0

2.2
3.2

2.1
3.0

섬유

기타

1.2
1.8

4.4
7.7

1.6
2.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그림 12> 한국산 제품의 품목별 대미·대EU 수출 비중(2020년 10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김유진(202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에서도 1차금속 및 화학제품에 대한 제재가 집중
되고 있으며, 2020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국가 비중은 미국 20.6%,
인도 15.4%, 중국 7.5%, 터키 7.0%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및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 및 EU의 긴급수입제한조치(2019년 12월)에 의함.
- 2020년 10월 현재 수입규제 제품 비중은 철강·금속이 47.8%, 화학이 20.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이 11.4% 등으로 조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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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국가별 제품별 수입규제 비중(2020년 10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김유진(2021)에서 재인용

◦대미 무역비중이 큰 우리나라 제품으로 차량 및 부분품, 기계 및 부분품, 고무, 철강,
철강제품, 화공생산품, 전기기기, 플라스틱, 정유, 비금속 공구, 알루미늄 제품, 펄프
및 제지 등을 들 수 있음.
<표 8> 대미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제품 현황(2020년 10월 기준)
품목

환경오염산업

대미 수출비중

미국내 한국산 수입비중

차량 및 부분품
전기기기
기계 및 부분품
플라스틱
철강
의료용품
광학/정밀기기
광물성 연료
고무
철강제품
유기화학
화공 생산품
무기화학
항공기
귀금속
정유
비금속 공구
알루미늄제품
펄프 및 제지

○
○
○
◎
◎

39.4
9.2
24.4
9.5
5.3
11.0
8.0
9.3
23.1
19.5
5.8
13.3
3.8
28.8
9.0
8.2
18.7
9.7
16.7

8.4
4.5
4.6
4.8
6.2
1.4
1.4
1.9
5.7
4.3
1.8
5.3
1.3
1.3
0.7
4.5
4.1
1.6
3.2

○
○
○
◎
◎
◎
◎
○
◎
◎
○
◎
○

자료: 김유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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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비 미국의 탄소효율성이 높은 산업
- 미국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국에 비하여 탄소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경제
전체를 비교하여도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탄소효율적인 것으로 조사
- 특히, 광업지원서비스업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국에 비하여 약 5배
이상 탄소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제품에서 중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탄소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음.
- 중국에 비하여 2배 이상 탄소효율성이 높은 제조업으로는 광업 전반(에너지 및 비에너지
생산), 광업지원서비스, 화학 및 제약업, 고무 및 플라스틱, 조립금속,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인 것으로 조사
되고 있음.
<표 9> 산업별 미국의 탄소 효율성 국제 비교
(단위: 억 원)

산업
농림어업
광업: 에너지 생산
광업: 비에너지 생산
광업지원서비스업
음식료 및 담배
섬유, 의복, 가죽
나무, 나무제품
종이, 인쇄
코크스, 정유
화학, 제약
고무,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광물
1차금속
조립금속제품
컴퓨터, 전자, 광학
전기장비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 수송 장비
기타 제조업; 기계 장비의 수선 및 설치
경제 전체

미국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중국
1.2
2.2
2.2
5.2
1.4
1.8
1.8
1.7
1.6
2.6
2.7
1.6
1.8
3.1
5.7
3.1
2.8
2.4
2.8
2.8
3.2

EU
1.2
0.9
0.8
1.9
0.8
0.8
0.9
0.8
1.3
0.8
0.7
1.0
0.9
0.9
2.1
1.0
0.8
0.7
0.8
0.7
0.9

세계
1.0
1.3
1.4
1.9
1.1
1.5
1.4
1.2
1.3
1.6
2.0
1.3
1.5
1.8
4.0
2.2
1.8
1.3
1.5
1.9
1.8

자료: Rorke·Bertelsen(2020)

- 중국과 탄소효율성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조립금속제품, 전기
장비,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등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과 겹치는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준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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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가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2018년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은 명목가격으로 21$/CO2ton이
며, 실제 유효가격은 15.96$/CO2ton으로 조사하고 있음.
◦미국의 탄소세/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초기 탄소가격(탄소세)은
40~50$/CO2ton으로 고려
◦미국은 미국과 동등한 탄소가격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
으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완전 유상할당과 가격하한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도 보완으로 상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때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탄
소세 실시, 국제 배출권거래제 연계 방안 등과 같은 대응 정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완전 유상할당과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는 경우 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검토를 하는 등 영향 분석을 준비하는 것이 필
요함.

3) 에너지산업
(1)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ESS), 탄소포획활용저장장치(CCUS)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보급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미국내 생산과 구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전망임.
◦재생에너지 기술의 가격 하락은 전력 및 수송부문의 탈탄소화에 중요한 요소임. 태양
과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팩 등 관련 제품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가격 하락도 지속
되고 있음.49)
- 태양광 단결정 모듈의 경우 2012년 말 15.8%였던 효율이 2019년 말에는 19.3%로 증가하였
음.
- 미국 해상 풍력의 경우 풍력 발전 설비 이용율이 2020년 기준 약 45%에서 2045년에는
약 55%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혁신에서 무탄소 수소 생산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49) 이성은(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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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셰일가스로부터의 수소 생산과 같은 비용을 가지는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혁신을 강조
- 우리나라도 수소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재생에너지 수소생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2019년 미국 재생에너지 투자 중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99%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미국 풍력,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는 약 550억달러로 신규 발전량 중 풍력이 44%,
태양광이 32%로 예상되며, 2050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미국 전체 발전량의 약 6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 미국 내 석탄 사용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및 셰일가스의 사용이 증가했음.
향후 10년은 풍력, 태양광 및 셰일가스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41년에는 재생
에너지가 천연가스를 추월해 주요 발전원이 될 전망임.
-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급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의 탄소집약도도 미국의 탄소집약도보다 높아 탄소를 수입하여 탄소를
저감하는 방식에 미국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화에너지 프랑스 토탈과 합작회사 설립 미국 태양광발전소 개발 운영(2조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수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에서의
탄소효율성도 미국을 넘어서는 것이 요구됨.

□ 에너지저장장치(ESS)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에서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가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배터리 팩 등 관련 제품의 기술 발전과 함께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배터리 팩의 경우 2020년 1,000달러/kWh 이상이었던 배터리 팩 가격은 2019년에는 100달
러/kWh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전력부문에서 배터리의 역할이 클 것이며, 이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 비용의 1/10 정
도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저장장치의 개발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현재의 경쟁력 있는 2차전지에 대한 대미 진출과 더불어 미래 전지 기술에 대
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52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대미 진출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최근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이 확산되면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이 주목받고 있음.
- 현재 ESS Application 중 양수발전 등이 많이 쓰이고 있으나 비용과 지리적 제약조건, 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레독스 흐름전지가 대안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으며, 단점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이동형 ESS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용도 확대되고 있음. 국내 이동형 ESS 개발로 이온
어스(특허) 개발, 보성파워텍, 그리드위즈 협업 등이 있음.

◦국내 ESS 설치 등의 경험으로 미국시장으로 진출 가능
- 국내 최대 ESS 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면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 사업이 진행되며, 이 사업
에 LG전자, KCH그룹, 한국서부발전, 탑솔라그룹 등이 참여
- LG전자는 신계룡 변전소 주파수 조정용 ESS, 한국철강 창원공장 피크저감용 ESS, 환영철
강 당진공장 피크저감용 ESS, 경주풍력 신재생 연계 ESS 등 ESS 사업 경험

□ 탄소포획·활용·저장장치(CCUS)
◦CCUS는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전
력부문의 탄소중립은 석탄에서 셰일가스, 셰일가스에서 CCUS와 신재생에너지로 전
환으로 이루어질 것임.
◦CCUS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은 탄소
포획과 이를 이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
고 있음.

(2) 전통적 에너지산업
□ 정유업
◦상공회의소 조사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정책이 국제유가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조사
-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정에너지 사용이 확산돼 유가가 떨어질 것’이란 응답은
30.7%에 그친 반면 ‘셰일개발 억제, 원유공급 축소로 유가가 올라갈 것’이란 응답은 그
두 배가 넘는 69.3%에 달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대 이후 원유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예측하며 다른 기
관들도 원유수요 정점이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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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연료는 정유제품 수요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
차 추진 정책으로 정유제품 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이 전망

<표 10> 원유수요 정점(Peak Oil) 전망
기관
IEA
BP
OPEC
EIA
Rystad

수요정점 시기
2030년 이후
2020년대 후반
2040년
2050년 이후
2028년

비고
신재생에너지 수요 연평균 3% 증가
운송용 원유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저탄소·친환경 정책 등으로 2040년 이후 감소
2040년대 중반부터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장
2025년 전기차가 신차 수요의 14% 차지

자료: 정홍석(2021)

<표 11> 탄소 배출량 감소 수준별 운송용 에너지 소비 비중 전망
(단위: %)

에너지원

2018년

원유
신재생에너지
가스
전기
수소
합계

93
4
2
1
0
100

70%
43
10
6
33
9
100

2050년 탄소배출량 감소 수준
95%
22
15
6
42
16
100

10%
77
6
5
11
0
100

자료: BP, 2020 Energy Outlook; 정홍석(2021) 재인용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 감소 전망에 따른 대응 요망
- 전기차 등 미래형자동차에는 더 이상 석유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발전전
략이 요구됨.

◦대응 방안
- 에너지효율화와 저탄소 생산환경 구축: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의 재사용 확대를 통한
에너지효율성 극대화, 외부 공급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대체로 온실가스 배출 상쇄, 중유보
일러에서 탄소포집활용 기술 이용으로 탄소배출 저감
- 석유화학설비 증설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부생수소를50) 활용: 2018년 기준 수소의 생산
단가는 부생수소 2,000원/㎏, 천연가스 추출 3,000~5,000원/㎏, 물 분해 10,000원/㎏ 수준으
로 부생수소가 가장 저렴
-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

50) 정홍석(2021)에 따르면 기존 정유설비에서도 부생수소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는 탈황공정 등에서 전량 자
체 소비되고 있으며 외부 판매 등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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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은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 특히, 미국은 자국의 석탄산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중국 등 세
계 여러 나라의 석탄 사용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임.
◦석탄 발전의 축소
- 석탄 중심 발전은 우리나라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임.
- 미세먼지 문제 등 국내 환경문제도 야기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 CCUS 기술

◦미국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수입규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수출 기업은 재생에
너지 발전 전력 사용을 요구하게 되어 자체적 재생에너지 발전을 사용하든지 재생에
너지 전력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입지를 찾으려 할 것임.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망이 통합되어 있고 발전원에 따라 소비자 요금을 차별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에 대한 수요측 요구가 전력생산에 반영될 수 없음.
◦저전력가격 정책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현 가격체계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유인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의 수요측 요구에 부응하
는 가격의 시장메카니즘도 형성되어 있지 않음.

4) 친환경 자동차 산업
□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정책과 경기부양책에서 핵심
업종임.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과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2차전지, 가전, 석유화학에
대한 개선 기대가 높은 반면, 미국산 사용이 강화되고 중국과 경쟁에 치열한 기계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에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51)

□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정책 강화에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자동차가 수송부문 탄
소 배출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함.
51) 상공회의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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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녹색 부품과 재료 개발, 전기차 충전 정
거장 등에 투자하며, 2035년까지 무탄소 전력공급, 탄소흡수기술, 차세대 건축재료,
그린 수소와 첨단 원자력 상용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52)

□ 미·중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나라
는 이에 대비해 기술혁신정책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시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중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쉽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RE100 대응 필요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RE100)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공급망 기업들에도 RE100 준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53)

□ 미국의 친환경정책의 목표는 자국 생산 우선주의가 적용
◦중장기 탄소 배출 저감 목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이 수행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서 2
차전지 업종도 활성화가 기대됨.
◦우리나라의 전기차와 2차전지 업계는 이러한 기조의 영향 하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미국의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는 미국내 생산된 것만 적용 대상이고, 2차전지와 관련
해서도 미국 제조기술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현지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음.

52) 변순천(2021),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향, 한국과총 정책토론회
53) 변순천(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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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기업의 대응
1)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
□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첫째는 탄소세/탄소국
경조정 패키지 도입이며, 둘째는 탄소동맹을 통한 탄소국경조정 도입 가능성임.
◦탄소세/탄소국경조정 도입의 경우 미국은 국내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에 상응하여
수입 제품에 대하여 탄소세와 동일한 탄소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리베이
트 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미국 주도의 국제협약을 통해 제품의 적용범위와 제품의 탄소효율기준을54)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탄소효율 수입제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을 통하여 제시된 국경탄소조정세
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국
제협약을 준수하는 방식의 공통 국경탄소조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55)

□ 탄소효율성 강화
◦온실가스 배출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수출 제품 가격 상승
이 우려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투자 등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음.
◦탈탄소 생산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탄소효율성 강화

54) 제품에 대한 탄소효율기준은 예를 들면 탄소집약도로 미국에 유리한 탄소집약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미국은 산업별 탄소집약도 추정에서 EU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탄소집약도가 낮은 것으로 조
사되어 상대적으로 탄소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55) 이는 미국 재무부 장관인 Yellen이 제안하고 있는 국제 최저법인세 국제 협약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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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인당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민소득수준(2000~2017년)

주: 1) 중국(2000년, 2010년, 2012년, 2014년), 멕시코(2000~2013년)는 데이터 가용성문제로 분석연도가 상이함.
2) 실선의 끝이 세모인 경우는 시작년도를 뜻하며, 네모인 경우는 마지막년도를 뜻함.
자료: 이상엽·심성희·오윤경 외(2020)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공장 설립 및 친환경 제품
개발/사업 진출

□ 대미 수출과 대미 직접투자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면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대미 수출은 둔화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은 대미 직접투자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임.56)
◦이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접투자로의 전환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미중 갈등 심화에 대응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중국은 소비중심으로 미국은 생산 중심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며, 그 중
56) 미국은 국제적으로 최저법인세율을 정하자는 방안을 국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동일한 법인세율 하
에서 미국의 탄소경쟁력이 높다면 대미 직접투자가 매력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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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는 탄소집약도의 차이, 즉 탄소효율성의 차이에 의한 무역과 대외적 갈등이 첨예
할 것임.
◦우리나라는 탄소집약적 재화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가지게 되어 대미 직접투
자를 증대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임.
◦미국은 동맹국들의 대중국 직접투자를 견제할 것으로 보여 대중국 직접투자가 위축
될 것임.
◦반면, 중국은 소비시장으로서 여전히 매력적이어서 중국 주변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가 확대될 수 있음.
◦미중 갈등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FDI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임.
◦이를 이용하여 한국은 중국과 FTA를 진전시키고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57)

□ 배출권거래제 대응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것임.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참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배출권의 가격이 변동성이 있으므
로 최소한 실효탄소가격이 국경조정이 요구하는 탄소가격에 부합할 것을 요구할 것
임.
◦이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에 전면 유상할당과 가격하한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임. 가격하한제에
대한 도입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럽연합(EU)도 유럽그린딜(Europe Green Deal)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국제적 논의 동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탄소국경조정에 대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미국 수출 기업의 경우 BCA 적용 제품
군, 소재와 제품의 탄소집약도 및 생산공정에서의 탄소집약도 등에 대한 조사와 검토
분석 필요
57) 송영관(2021) 참조

Ⅱ. 본문

59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배출권거래제 하에서의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
가 있음. 국경에서 수출 수입 제품에 대해 배출권을 판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배출
권 국경조정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전면 유상할당과 탄소가격 하한제 도입 검토: 미국이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전면적 유상할당과
탄소가격하한제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2)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응
□ 그린뉴딜에 대한 대응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미국의 소재와 제품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산업정
책적 측면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을 강조한 반면,
최근의 경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여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탄
소효율이 낮은 수입제품을 억제하여 탄소수입을 방지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됨.
◦탄소효율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하여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기업들은 대미 직접투자를 통해 미국 정책에 부응
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청정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부터 미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
는 방식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친환경차, 탄소포집기술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동
R&D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미
국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 기업들은 개별 기업 형태보다는 기업 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공동 해외 진출, 대미 직접투자에서 우리 기업
간 연계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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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미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의 방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공동대응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며, 이를 위해 국제주의적 접근을 취할 것
으로 전망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소수의 국가들로 국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
음.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2030 감축목표, 탄소누출 방지,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
에 대한 한·미 간 논의를 통해 우리의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할 것임.
◦파리협정 발효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 후, 양자 차원의 직접적인 기후·환경 문제 논의
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부 차원에서 양국간 직접적인 기후 외교채널
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58)
◦미국의 기후 관련 동향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 간의 대응 논의 채널도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의 생산 및 공정 대응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공장 설립 및 친환경 제품
개발/사업 진출
◦철강·화학 업종 등의 자원 재활용과 공정 개선 활성화

58)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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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철강·화학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업

POSCO

주요 내용

·
·
·
·
·

현대제철

·

·
LG화학

·
·

GS칼텍스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전사적 저탄소 전략을 발표
2019~2021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1조원 정도를 투자
국책연구과제로 참여중인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
2020년 말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제어하기 위해 소결기
인 SCR(선택적 촉매환원) 설비를 구축
제철소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개선에 2016~2020년 5년간 5,100억원을 투자하
고, 향후 5년간 4,9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
환경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환경전광판 설치를 통해 환경정보에 대한 지역주민
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확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에 주력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로를 가동하는 등
공정·설비의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국내 최초로 RE100를 추진하고, PCR(Post-Consumer Recycled) 및 생분해
성 플라스틱 제품을 연구개발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활용한 2,3-부탄다이올의 생산 및 판매를 확
대하고, 향후 화장품, 작물 보호제, 식품 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 진행

자료: 김유진(2021)

□ 전력시장 혁신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혁신

방향으로

3D(탈탄소화

Decarbonixation,

분산화

Decentralization, 디지털화 Digitalization)+1D(규제완화 Deregulation)가 제시되고 있
음.59)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발전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 석탄 중심의 발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기를 공급받아 생산하는 산업에
수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에게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이는 기업의
국내 시설투자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국가 전반에 걸쳐 일자리 문제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석탄발전을 저탄소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
망됨. 이른 시간 내에 탈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9) 이상엽·심성희·오윤경 외(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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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발전전원 구성(2000~2017년)

자료: 이상엽·심성희·오윤경 외(2020)

◦전력시장은 요금규제와 시장 진입규제로 전력구매자의 요구가 제대로 시장에 전달되
지 않고 있음.
- 탈탄소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비중이 오히려 증대되고 신재생에너지 발
전은 더딘 성장
- 분산화가 미래 전력시장의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에 집착한 집중형 전력생산
- 신규 전력수요에 의해 전력시장 진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는 난망
- 요금규제 등으로 인한 전력생산의 신기술 및 탈탄소기술 혁신 유인 부재

◦특히, 탈탄소화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 유인정책이 시행이 요구
됨.
- 탄소에 환경비용이 부담되는 유인구조가 전력시장에 안착되어야 함.
- 탄소포획활용저장기술 혁신과 확산 지원
- 탈탄소 발전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전기차충전소, 전력저장판매, 신재생발전전력 직접구매 등 새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금융의 역할
◦세계 금융당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적극적인 규정개정과 감독집행 강화를 추
진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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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CFTC)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보고서와 뉴욕
주의 금융서비스국이 2020년 10월에 관할 금융기관에 보낸 ‘Climate Risk
Expectations’ 관련 서한 등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방규제의 로드맵과 모델이 될 것
으로 예상60)
◦CFT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위험을 줄이는 활동으로 투자 유도, 탄소배출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금융회사들에 대한 기후위험 관련 규정 도입 등의 권고안이 제시
되고 있음.
◦뉴욕주의 금융서비스국 서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며, 이러한 활동을 감독할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을 지정하는 등 기업 리스크 관리기능에 기후변화를 통합할 것을 기대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향후에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업들도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관리가 금융과 자금조달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금융에서도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게 되어 자
금조달에서 금융비용도 높아지게 되므로 석탄발전소는 건설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
게 됨.

3) 미국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지원 강화에 대한 대응
□ 미국의 전기차 지원 강화에 대응
◦미국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지원정책을
제안
◦동시에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국으로부터 전기차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
향이 강함.
◦이를 위해 자국산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에 대한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예상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과 전기차 부품 산업은 미국에서의 전기차 보급확대에 대하
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자국산 부품 및 생산을 우선하는 정책에 대응하여 대미 직접투자로 대응하는
60) 한국은행(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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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 수출의 경우에는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전반적인 노력이 요구됨.

□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전망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전망

<표 13> 2015~2030년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전망
정책수립 년도

보급 목표

비고

2018 (산업부)
2020 (관계부처 합동)
2018 (환경부)

2022년 43만대
2025년 113만대
2030년 300만대

차종 언급 없음
승용(택시 포함), 화물·버스 등
차종 언급 없음

자료: 환경부(2018. 7), 산업통상자원부(2018. 12), 관계부처 합동(2020. 7), 박명덕 외(2020)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확대가 전망되고 있으며, 보급확대를 위한 전기차 인프라 부분
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함.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인프라 등을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한 구체적
대응 모색

□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 대응
◦전기차의 경우 10년 이상의 수명을 확보하고 동시에 220V 이상의 고압충전이 가능하
여야 하고 안전도 확보해야 함. 높은 전압과 전류에서의 급속 충전의 기술 난이도는
더 올라갈 것임.
◦현재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기술은 20~30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의 약 80%까지 충전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중임.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 시간에 비해서는 개선의 여
지가 있음.
◦최근 이차전지 시장은 소형 IT용 Application 시장에서 ESS, EV 시장으로 시장을 확
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차전지 양극재 시장 역시 이에 맞추어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우리 기업들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기준 세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구LG
화학)은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건설 중이며, 4위인 SK이노베이션은 2022,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주에
공장 2곳을 건설 중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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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전기차 관련 부품 생산으로 전환
- 내연기관용 엔진피스톤 시장점유율 국내 1위이며 세계 4위인 동양피스톤은 피스톤산업의
축소 위기에 대응해 수소차와 전기차 분야로 사업을 전환
-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사업의 신흥정밀은 전기차 배터리 셀, 자율차 센서 등 신규사업 진출

◦신규사업으로 전기차 부문 진출
- 소방설비 기업인 우정HNC는 전기차 배터리 모듈 부문 신사업 진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공동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부문으로 전환
- 점화코일 기업인 유라테크와 점화코일 부품 기업인 현대산업은 공동사업재편으로 수소차·
전기차용 COD히터 및 전자식레졸버 사업에 신규 진출
- 내연기관 변속기 및 엔진 부품 기업인 삼보모터스, 자동차 스포일러 기업인 삼보프라텍,
고압용기 기업인 이노컴은 수소차 수소저장탱크, 금속분리판, 배터리모듈 사업에 공동 진출
- 내연기관차용 냉각밸브 기업인 엔티켐과 냉각밸브 사출부품 기업인 협성테크는 수소차·전
기차용 냉각밸브 사업에 공동 진출
- 내연기관차용 부품 기업인 지엠비코리아, 디팜스테크, 오토피엠테크는 공동으로 수소차·전
기차용 열관리시스템 부문에 신규 진출

□ 연축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사업 다각화
◦사례: 연축(납)전지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인 세방전지는 전기차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리튬배터리사를 2015년 설립하고, 2020년 1,150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배터리팩제
조공장 설립을 추진

□ 배터리리스 시범사업62)
◦택시 20대를 활용하여 전기차 초기구매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 추진
◦차량의 초기 구매가격을 2,890만원(전기택시 보조금 수령후 가격)에서 57.1% 낮춘
1,240만원으로 대폭 인하 가능
◦현대글로비스(렌탈 운영), KST모빌리티(택시운행), 현대차(판매), LG화학(사용후배터

61) 중앙일보, 2020
62) 관계부처 합동(2021),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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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검증)

□ RE100에 대한 대응
◦글로벌 기업들이 소재나 부품 거래 기업에 RE100를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
고 있음.
◦우리나라는 전력거래 독점화로 인해 RE100에 대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63) 정부
의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RE100가 가능한 해외로의 공장 건설만이 기업의 선택일 수
있음.
◦따라서 RE100가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개혁이 요구됨.

□ 전력산업 대응 방안
◦최대부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서의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 요금 제도 도입 고려, 특히 저렴한 야간요금제의 확대를 정책
적으로 고려할 필요64)
◦RE100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의 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부문의 대응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차세대 자동차, 클라우드용 서버, 스마트소비자 가전, 산업
IoT 등 활용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AI 수요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이
를 지원하는 저전력·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다양화하며 진화되고 있음.
◦다양한 저전력·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한 자리 나노미터(㎚)의 초미세 공정
이 요구됨에 따라, Foundry의 설비투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동시에 생산장비
공급자의 공급역량이 제한되어 도입에 따른 시차도 존재함.
◦향후 Foundry 시장은 일반 수요기업, Fabless·IDM의 다양한 반도체 위탁 생산 수요
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생산설비 투자와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Foundry만이 생존
할 가능성이 높아 Foundry 시장은 과점화될 가능성65)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 협력 구축과 더불어 개방형 혁신 플랫폼의 필요성이
63) KEI 글로벌환경협력센터(2020) 참조
64) 박명덕 외(2020) 참조
65) 7㎚ 이하 초미세 공정에 대한 설비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Foundry 업체는 현재
삼성전자와 TSMC뿐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임(김민식·이영종(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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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며, 공급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중심으로 주변의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역량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리더의 역량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66)

□ 차량용 반도체 부문의 대응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주행 및 탑승자 안전 상황 정보를 감지 분석하고 판단하
여 제어하고 구동하는 반도체를 의미함. 용도에 따라 파워트레인(엔진, 모터, 배터리
등), 샤시제어(조향, 제동, 안전 등), 인포테인먼트(AVN, 계기판 등), 통신 등으로 구
분됨. 기능에 따라 MCU(Micro Controller Unit), 액츄에이터 구동IC, 전력관리 IC, 통
신칩, 센서 등으로 구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NXP(和), 인피니온(獨), 르네사스(日), TI(美), ST마이크로
(스위스), 보쉬(獨) 등 글로벌 기업이 선도하지만, 아직 절대강자는 없는 형편임.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의 기업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판매
중이지만, 파워트레인, 샤시제어 등 핵심 반도체보다는 인포테인먼트·통신 등 부가서
비스 중심이며, 글로벌 순위권과는 상당한 격차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짐.
◦내연기관차는 200~300개 수준 사용하지만, 미래차(전기·수소차·자율차)는 2천개 이상
의 차량용 반도체를 사용하므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
◦미래형 자동차 제조업과 반도체 제조업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이 중요

66) 김민식·이영종(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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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임.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강조
- 이전의 소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변화
- 취임 첫날 파리협약에 재가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우리 경제와 기업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전향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유의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주요 내용에 대한 파악 필요
-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약 검토 분석
-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연관성 검토를 통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방향을 분석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검토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하여 분석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석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검토
- 공약 사이트에 제시되고 있는 기후계획 공약과 청정에너지 공약 검토 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기후변화 대응정책 연관성 검토
- 기존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경제정책, 통상정책, 과학기술정책과 연
관성 분석
- 연관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의 유효성과 시행 가능성 검토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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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존의 연구와 문헌 조사를 통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기존의 문헌과 우리경제에의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검토
분석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주요 내용
◦탈석탄과 전력부문 탈탄소화의 청정에너지정책
- 탈탄소화에 대한 자신감 표출
- 2035년 발전부문 탄소중립 표명
- 초기에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
-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탄소포획활용저장장치 등 기술적 전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 투자 지원
- 미국 수송부문 탄소 감축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활용
- 한편으로는 침체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재부흥하여 일자리를 창출
-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동시에 산업정책 및 경제부흥정책과 일맥상통
- 자동차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따른 대중국 견제

◦중국 대비 미국의 글로벌 대외 경쟁력 우위 확보와 강화
- 중국 견제의 필요성 체감
- 미국은 전통적 소비국가에서 생산국가로, 중국은 생산국가에서 소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
- 이러한 과정에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대중국 견제 강화 예상
-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효율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
- 중국의 대외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대외 경쟁력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탄소경쟁
력 활용 예상
- 미국 주도의 탄소동맹이나 국경탄소조정(BCA) 가능성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BCA)과 탄소세(Carbon Fee)
- 국경탄소조정의 시행 가능성 상존하며, 국경탄소조정은 탄소세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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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te Leadership Council의 제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미국 CO2 배출의
57% 감축 가능
- 제안에 따르면, 초기(2021년) 탄소세 43$/CO2톤 적용하고 2035년에 112$/CO2톤에 이름.
현실적으로는 2025년에 시행 가능성 있음.
- WTO 규정과 합치하기 위해서는 탄소국경조정과 탄소세 동시 시행이 가장 적합

□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유효성
◦청정에너지정책
- 전력부문 탄소중립과 수송부문의 전기차 보급확대가 청정에너정책의 핵심
- 2035년 발전부문 탄소중립은 예산 측면에서 다소 한계, 추가적인 정책 필요함. 이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의 시행 가능성 상존
- 재생에너지 대 셰일가스 갈등 조정 필요

◦탄소국경조정
- 탄소국경조정의 WTO 규정 합치 검토 필요
- 탄소국경조정과 탄소세 패키지 가능성
- 국제주의 관점에서 탄소동맹 가능성도 상존
- 미국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대중국 경쟁력 강화에 활용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 지원
-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을 통해 적극적 지원 표출
- 미국의 수송부문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산임.
- 또한, 기존 자동차업계의 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증대와 대외 경쟁력 확보에 필요
- 경기부양 재정정책에서 전기차 산업 지원 확인

◦산업정책으로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일자리 증대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의 성격이 강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고유의 의미보다는 산업정책으로서 시행가능성 높음.
- 대중국 견제 장치로서 기후변화 대응정책 활용

□ 한국경제에의 영향
◦수출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로 대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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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가능성
- 탄소집약도가 높은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로 중국을 통한 대미 우회 수출도 감소
가능성
-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중점전략산업 보호로 대미 수출에 영향
- 반면에 미국의 자국산 소재 및 부품 중심정책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산업의 대미 직접투자
증대 전망
-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접투자로 전환 지속 예상

◦탄소국경조정
- 탄소국경조정과 탄소세 시행 가능성
- 미국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리더쉽 확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시행가능성, 2025년까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제품에 관세 부과 언급
- 탄소세 시행의 경우 초기 40~50$/CO2톤 예상
- 철강, 운송장비, 기계, 전기기기, 플라스틱, 고무, 화학제품 등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고
대미수출 의존적인 산업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철강 등 중국 대비 미국의 탄소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탄소국경조정 우선 예상
-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도 영향,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과 가격
하한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

◦에너지산업에의 영향
-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태양광, 풍력 시장 확대에 대비
-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확대
- 탄소포획활용저장장치의 기술적 혁신 가속화
- 전력산업에서의 구조개혁의 필요성 점증

◦친환경 자동차산업
-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정책과 경기부양책의 핵심
-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
- 미국의 자국생산 우선주의가 강한 부문으로 대미 직접투자 증대 예상

□ 우리 기업의 대응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대응
- 탄소세/탄소국경조정 패키지와 탄소동맹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비 필요
- 우리 기업의 탄소효율성 강화는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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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RE100에도 대응 필요
-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접투자로의 전환 대응
- 미·중 갈등 심화의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중국과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략 필요
-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전면 유상할당과 가격하한제에 대비

◦미국이 청정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응
-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정책의 결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재생에너지 설비의 대미 수출과 대미 직접투자 밸런싱
-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의 방향에 대응하고 미국과의 공동연구 추진
-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부의 미국과의 양자 논의 체계 확립 필요
-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의 생산 및 공정 대응
- 전력시장의 구조개혁 요구 증대에 따른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대응으로서의 금융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 강화에 대한 대응
-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응 필요
-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대응
-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진출 확대
-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
- 연축전지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사업다각화
- RE100에 대한 대응
-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대응 필요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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