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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상호의존성에 내재된 적대와 모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악화

되어 온 미중관계는 최근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

로 냉각됐다. 미중 전략경쟁이 통상적인 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구별되는 점은 긴밀한 상호의존성에서

배태됐다는 점이다. 미중갈등은 소위 ‘키신저 질서’

하에서 지난 40여년 간 누적된 복잡한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 미국 주도 세계화

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중 양국은 물론, 한

국을 포함한 인접국들까지 복잡한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맞물리게 됐다.

‘차이메리카(Chimerica)’, 혹은 ‘신 브레튼우즈 체

제(revived Bretton Woods / Bretton Woods II)’

라는 용어가 생산의 중심 중국과 금융의 중심 미국

사이의 공생관계를 함축했다. 그러나 미국의 과도한

미중 신냉전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상호의존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의 양상으로 지속될 가능성

이 큼.

미국은 가치·기술·생산 동맹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중국 또한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중.

한국은 양자택일의 냉전적 논리를 거부하면서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외교

원칙을 확립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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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부채(즉, 미중 글로벌 불균형)와 금융불안정성

이 원인이 돼 발생한 2007-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패권의 취약성과 미중 상호의존성의 한계가 드

러났다.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는 위기를 수습하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중국

의 부상을 견제, 패권을 쇄신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

했다.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

한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Rebalance toward

the Asia-Pacific)은 바로 이런 전략적 고려의 산물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도 재균형 전략을 계승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주의적

접근법을 선호했다. 또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대중 정책의 기본 전제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다. 재

균형 전략은 미중 갈등의 증폭, 중국과의 전략적 경

쟁 강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복원력에 대한 신뢰, 중국과

의 공존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략이기도 했다. 그러

나 트럼프 시대를 경유하면서 후자의 경향이 급속히

탈각됐다. 

중국도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독자적인 발

전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

같은 발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에서의 독립성을 강

화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같은 기획을 통해 영향권

을 구축·확대하려는 강력한 시도를 전개했다. 미국

이 이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패권경쟁은 격화됐고,

미중관계는 신냉전으로 지칭될 정도로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신냉전의 주요 쟁점

미중갈등의 뇌관은 무역전쟁이었다. 무역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의 문제였지만, 핵심은 첨

단기술과 생산에서 우위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었

다. 2019년 ‘국방수권법’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CFIUS)를 통해 중국자본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한 심사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1)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재편을 둘러싼 긴장 또한 고조되기 시작했

다. 미국은 기술굴기의 핵심 정책인 중국제조2025를

강력히 비판했고, 핵심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

다.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

과 법안을 통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

다.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중국 압박에 동참했다.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무역·기술 전쟁은

통화·금융 전쟁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금융거래 금

지와 자산매각 조치 등 중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

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제재 조치를 가동했다. 또 홍

콩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 및 기업의 자

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상원에서

는 양당의 합의하에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상장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은 이는 곧

달러 패권 붕괴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

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매각하고 외환 구성을 다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의존적 공생이 ‘금융공포의

균형(Balance of Financial Terror)’으로 전환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에 대한 비판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첨단산업 역량과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

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 통화·금융질서

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수출 중심 발전전

략인 ‘국제대순환’에서 내수 중심의 ‘국내대순환’으

로의 전환, 그리고 후자를 중심으로 양자의 선순환

을 만들어 내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제 양국의 대립은 군사·안보, 가치, 체제의 정당

성을 둘러싼 전면전의 양상으로 악화됐다. 미국은

이러한 경향 또한 오바마 시기부터 이미 나타난 바 있다. 2012년 ‘국방수권법’에도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야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

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칭화유니의 마이크론 인수,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를

좌절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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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했고, 미국적 가치에 도전

하는 중국을 강력히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또 ‘타이베이법’, ‘홍콩인권법’, ‘위구르인권법’을

제정해 중국을 압박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핵심이

익과 관련된 갈등도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

다.2) 미국과 중국이 첨단전략을 집중적으로 배치하

고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에

서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다. 미국은 쿼드(Quad), 파

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과 반중연대를 강화

했고,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관계

바이든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패

권 도전국으로 규정했다. 또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

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국내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3) 또한 인프라

건설과 공공부문 투자에서 ‘Buy American’ 규정을

확대·강화했다. 4) 중국 자본에 대한 감시, 그리고 중

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더 확대됐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국방수권법’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규정한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이 신설됐

다. ‘미국혁신경쟁법’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

들에 대한 군사적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

산이 편성됐고, 쿼드 차원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는 트럼프식 일방주의의 폐기와 가치에 기반한 동맹

관계 복원이었다. 이제 대중 강경정책은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과

업이 됐다. ‘민주주의 정상회의(Global Summit for

Democracy)’나 ‘민주주의10개국(D10)’ 구상이 바

로 이런 인식의 산물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특별히 강조한 대중정책의 또 다

른 중심축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첨단기술 경쟁

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구상이었다. ‘미국혁신경쟁

법’은 2025년까지 국립과학재단(NSF)을 중심으로

첨단분야의 연구·개발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겠

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2021년 ‘국방수권법’

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동맹이 기술·생산

동맹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이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

편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

고자 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2021년에만 세 차례 개

최된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CEO회의’가 대표

적 사례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국가들은 일본, 타

이완, 한국 같은 동아시아의 동맹국이었다. 5)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신냉

전적 대립구도는 더 강화됐다. 미국은 대서양 동맹

을 재건하고, 이를 반중동맹의 틀과 결합하려 했다.

이에 따라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또한 반

중 전선에 동참했다. G7 국가들과 공동으로 일대일

로를 대체할 새로운 인프라 투자 지원 프로젝트로

B3W(Build Back Better World)를 제안했고, 영국,

호주와 3자 군사동맹 오커스(AUKUS)도 체결했다. 

중국 또한 미중 상호의존성의 틀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했다. 기술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해 일국양제를 무력화하려 하자 미국은 2019년 11월 ‘홍콩

인권법’을 제정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2020년 3월에는

타이완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타이완의 국제관계 강화를 지원할 것을 규정한

‘타이베이법’이 제정됐고, 6월에는 ‘위구르 인권법’을 제정, 신장 자치구 관료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2021년 6월 상원에서 통과되어 하원에서 검토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 법은 ‘무한 프

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 ‘반도체 및 통신법(Chips and USA Telecom Act)’,

‘전략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중국 도전 대응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무역법(Trade Act of 2021)’, ‘미국 미래 수호법(Securing America’s

Future Act)’ 등  7개의 세부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Buy American’ 조항은 오바마 행정

부의 ‘미국재건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으로 소급한

다. 이는 당시에도 WTO의 정부조달협정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는 다자주의를 훼손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트럼프만의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2)

3)

4)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와 인텔은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

또한 오스틴 공장에 이어 추가적인 투자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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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로 전략의 초점을 전통적 인프라 건설에서 디지

털 인프라 건설로 전환해 기술굴기와 결합했다.

2020년 19기 5중 전회와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이었다.

2021년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의 핵심 화두 또

한 ‘기술의 자립·자강’이었다. 또 최근 중국은 반중

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작전을 대폭 확대

했다. 기술, 인프라, 군사 부문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도 강화했다.

세계질서의 진로와 한국 외교전략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는

미중 상호의존성의 종언, 즉 탈동조화(decoupling)

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미중 패권경쟁은

‘봉쇄’ 혹은 ‘화해·교류’라는 단순한 해법이 적용될

수 없는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를 선택

한다면 그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고, 후자 또한 조건

없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과 같은 교착과 갈등의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군사·안보 동맹국이다. 동시

에 중국의 팽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접국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중 모두와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미중갈등 격화로 인

해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 두 강대국 사

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치·기술·생산 동맹에 기초해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시도는 동맹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미국은 쿼드를 중

국을 견제하는 공식적인 다자 안보제도로 발전시키

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쿼드의 위상이나 쿼드

의 확대 전망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중국 경제의 위

상을 고려했을 때 반중동맹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독일, 프랑스, 이

탈리아는 EU나 G7 차원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

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해왔다.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의 60%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타이완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은 패권국 미국의 강력한 수정주의 전

략으로 인해 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패권

불안정(hegemonic instability)의 상황이 도래할 위

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역량이나 수정주의적

의도에 따라 패권 불안정을 넘어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 세계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G-minus-2’의

상황이 도래할 위험도 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주요

전장이며, 두 국가와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중대한 도전이다.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근본

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미중갈등을 최

대한 순치시키고, 신냉전적 줄서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을 기본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국 외교의 원칙을 아

래의 네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냉전과 패권경쟁의 시대, 지정학적 혼란의

시대에 자조(self-help, 自助)를 도모할 수 있는 국력

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외교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미중 가운데 일방과의 관계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일방만을 선택하는 ‘상

수’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유연한 ‘변수’로 자리매김

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한국외교를 확고한 원칙을 통해서 정당화

하고, 이를 통해 미중 양국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

다. 넷째, 미중 사이에 끼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

해, 이들과 함께 미중 갈등을 완화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미중 신냉전의 상황은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도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

나 위에서 언급한 외교전략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

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간다면 현재의 위기

는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안보현안분석

5

기후변화의 국제정치: 한국에서의 함의

코로나 위기 속 악화되는 기후변화

코로나-19(Covid-19)는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수준

의 보건 위기와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2021년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표적 신

안보 문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 이중의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인류의 행동 방침을

담은 제6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IPCC는 2018년 <1.5

도 특별보고서>에서 이미 온난화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이번 세기 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수준 대비, 1.5℃로 제한해야 하며, 2030년까

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삭감해야 한

다고 권고한 바 있다. 

IPCC의 이번 보고서는 2018년 특별보고서에서 예

측한 수준 이상으로 기후변화가 악화일로에 있음을

입증한다. 후자가 1.5℃ 기온 상승 도달 시점을 2052년

무렵으로 예측했다면 제6차 보고서는 그 시점을 10년

이상 빠른 2040년으로 전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

전보다 이미 1.09℃ 높아졌고, 해수면 상승 속도도 약

2.85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추세가 심각하다. 보고

서는 또한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만 년

만에 최대치이며 인류는 1850년 이후 총 2조 40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

제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은 이제 약 4000

억 톤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류가 현 상태를 유

지하는 경우 1.5℃ 초과는 시간문제이며 2020년, 2021

년 세계를 강타한 폭염, 홍수, 가뭄, 대형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더 빈번해질 것이고 해안침식, 해양산성

화, 빙하유실 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지구촌

구성원들의 안보와 안전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낳는다.  

기후위기 악화 속에서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

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원국들 및 기

업, 비정부조직, 언론, 시민사회 주체들은 글래스고

(Glasgow)에서 제26회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26: COP26)를 갖는다. 이들은 2030년까

지 각국 정부가 이행할 감축목표 및 정책들을 논의한

다. 본 회의를 전후로 당사국들은 상향조정된 국가온

실감축목표(Nationally-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발표한다.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

량 0 의미)를 달성한다는 탄소중립 목표는 이미 130여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교수 한희진

대표적 글로벌 신안보 문제의 하나인 기후변화는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2021년 말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각국의 감축목표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

기될 것이며 탄소국경조정 등 시장기제를 포함한 탄소감축 방안 및 개도국에 대한 지원 논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국은 감축 의지를 확고히 하고 선제적 녹색전환 및 기후변화 의제 주도를 통해 국가경쟁력 및 소프트파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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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이 채택, 혹은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 약 110여 개

국이 구체적 감축목표를 UNFCCC에 제출했다.

COP26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

장기 목표와 이행계획을 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

한 국제적 압력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조정 등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들도 본격 논의될 것이다. 

신기후체제가 직면한 도전과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하에 2021년 신기후체

제가 본격 가동되었으나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 지원 문제는 여전히 난제이다. 최빈

국들 및 상당수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

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배출 추이도 선진국

대비 경미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 기술 부

족으로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자연재해 등 폐해들에는

취약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들의 기

후변화 적응 등을 위한 대응 비용은 매년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5항은 선진국들이 기

술 및 재정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의 감축 이행을 도와

야 한다고 명시한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 7000억) 재원을 조성키로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위

기 속에서 이행 속도는 더디다. 재정 및 기술 지원 문

제는 선진국들과 개도국 간 갈등을 유발, 신기후체제

의 성공적 이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배출 수준이 높은 중국 같은 개도국의 기후변

화 관련 약속 이행도 도전과제이다. 중국은 현재 온실

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배출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피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

하겠다고 선언하고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14.5 규

획 기간(2021~2025)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을 18%까

지 줄일 것을 밝혔다. 1) 2021년 유엔총회에서는 중국

의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개도국들

의 녹색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2) 그

러나 중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어떻게 획기적으

로 낮추어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

다.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의 브라질도 자이루 보우

소나르 정부에서 열대우림 파괴 문제 등에 무대응으로

일관, 아마존의 개발 주권을 옹호하고 있다. 브라질은

최근 2030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채 문제 해결,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수준 삭감, 2050 탄소중립 등을

약속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금융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 환경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3) 참여국들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및 진정성 있는 이행에 그 성패가 달린 신기

후체제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미온적이고 불투명한 대

응은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국가

인 미, 중 관계도 신기후체제의 성공에 있어 도전과제

이다. 양국은 중국 소수민족 문제, 코로나-19 발원 문

제, 경제 및 기술패권 문제 등 쟁점을 두고 긴장 관계에

있다. “신냉전”으로도 표현되는 양자 관계는 기후변화,

팬데믹 같은 글로벌 신안보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4) 2021년 유엔총회에서 양국은 개도국

에 대한 녹색에너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

통령은 2024년까지 개도국 지원을 현재의 두 배인 114

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며 이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금융을 선도할 것을 공언, 트럼프

정부에서 훼손된 기후리더십 회복을 선언했다. 포린팔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중국 탄소중립 목표 제시: 탄소시장 전망과 특징.” 4월 29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

x=243&dataIdx=188085 (검색일: 2021. 9. 3.).

내일신문(2021). “중 '해외 석탄발전 중단' 게임체인저 될까.” 10월 1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0421 (검색일: 2021. 10. 2).

디지털타임스(2021). “앨 고어 ‘브라질 기후변화 대응 못하면 GDP 17% 감소’” 5월 26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2602109919607011&ref=nav

er (검색일: 2021. 9. 23.).

Myllyvirta, L.(2021). “Why Xi’s Coal Pledge Is a Big Deal.” Foreign Policy. 9. 28.

https://foreignpolicy.com/2021/09/28/china-xi-jinping-coal-pledge-unga-clean-en-

ergy-developing-countries/ (검색일: 2021. 10. 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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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Foreign Policy)의 분석처럼 기후부문에서 미중

경쟁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및 안보 대립이 확대되면 기후

변화 의제가 안보화되며 양국 간 건설적 상호경쟁과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식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견과 갈등이 예상된다. 대

표적인 사례가 탄소누출 현상을 막기 위해 유럽과 미

국이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

justment mechanism: CBAM)이다. 유럽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19년 그린딜을 도입했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를 선언하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및 경기부양책

인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했다. 유럽이 그린딜의 일환

으로 2026년부터 시행예정인 CBAM은 EU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이 역내로 들어올 때 생산과정에서 발생

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우

선 적용 대상이다. 미국 민주당도 2021년 7월, 2024년

1월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

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담긴 법안인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를 발표했다. 통과는 미지수이

나 존케리(John Kerry) 기후특사는 탄소세 도입과 관

련, 미국과 유럽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5)

미국은 또한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이란 구호

아래, 자국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수입 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해 엄격한 감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표명했다.  

CBAM 같은 강화된 기후변화 조치에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이처럼 자국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녹

색규제를 이용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이자 녹색제국

주의라고 비판한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21년 5월

한국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체제와 세

계무역 체제로 변화해 녹색 무역장벽에 대응해야 하고

일방적 보호무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기후

위기 속에서 국제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후

대응 정책들이 선진국 대 개도국 간 통상갈등으로 번

지면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약화 될 수 있다.

한국에의 함의 

위 논의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한

국도 기후변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을 도입 유럽과

미국의 행보에 발맞추어 왔다. 국회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2021년 3월 통과),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2021년 8월 통과) 등을 제정, 국가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이행방안을 강구하는 등 선도적

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감축목표의 상향조정 등에

대해 기업, 산업계는 경쟁력 하락 등을 여전히 우려하

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들

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선,

적실성있고 이행가능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에너지전환은 필수

불가결하다. 2019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석

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에너지

6.5%로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높다. 감축목표를 달성

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점진적 퇴출 등 주요 부문에서의 실천 전략

이 필요하다. 또한 저탄소 녹색기술과 산업 부문을 주

도할 인재양성 및 녹색일자리 관련 정책도 요구된다.7)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美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동향.” 7월 26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

244&dataIdx=189959 (검색일: 2021. 9. 3.).

5)

헤럴드경제(2021). “‘문제는 탄소국경세’...P4G에서 재확인된 국제사회 쟁점.” 6월 1

일. http://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601000292 (검색일:

2021. 9. 2.).

이태동(2020). “녹색일자리로 그린뉴딜, 탄소 중립, 실업을 잡아라.” 한겨레. 11월 25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71499.html#csidx70d53a744290dbb

b413245ee08844be (검색일: 2021. 9. 1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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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사회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

에서 한국은 중견국으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레짐

에서 기후변화 의제를 선도하여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확대해야 한다. 10위 안팎의 경제 수준은 차

치하더라도,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북유럽 5개국 및 포르투갈의 누적 배출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8)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고 2021년 5월

말에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을 주제로 다룬 P4G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 등은 고무

적이다. 한국은 기후변화라는 신안보 부문에서 의제

형성에 기여하며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개도국 탄소

중립 이행 노력을 지원하는 등 선도적 영향력을 확보

해 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한국 경제구조의 특징은 높은 수출집약도 및

탄소집약도가 있다. 이에 EU와 미국의 탄소중립, 그린

뉴딜, CBAM 등 정책이 철강, 시멘트, 선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 미칠 파급력을 예측하고 선제적으

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생산공정, 운영 등에

서 탄소발자국 감소를 위한 방안들을 고안해야 한다.

디지털기술을 토대로 수송, 건물, 발전 등 제반 분야에

서 고효율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요구되며 자

원 및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한 순환경제로의 이행도

가속화되어야 한다. 탄소 포집 및 흡수 기술 등 신기술

에 대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기후대응 역량과 자원이 열악한 중

소기업 및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산업 및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도

필요하다. 

세계일보(2021). “탄소 감축 선언 잇따랐지만… 전세계 2030 온실가스 못 줄인다.” 9

월 18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8502187?OutUrl=naver (검색

일: 2021. 10. 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