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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신성장동력으로 그린산업 육성
1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그린딜을
□

본격 추진 중
ㅇ 높은 환경기준 설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글로벌 환경이슈를
주도해온 EU가 폰데어라이엔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린산업 육성에 박
차를 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이 지체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물 부
족, 홍수, 식량가격 상승 등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해 그린딜1)을 주요정책으로 채택
- 탄소중립경제2)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정책 대응과 강력한 지원에 나서고 있음
ㅇ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물, 교통
등 분야별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그린산업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4대 분야 목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물
교통

EU 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3) 사용 확대 및 효율성 개선 추진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추진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의 제로·저배출 차량 전환 및
공공 충전시설 증설로 2050년까지 배출량의 90% 감축 달성

자료: EU 집행위, 저자재가공

1)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Green Deal, 2019.12.11
2)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 감축활동인 신재생에너지투자·탄소배출권구입·조림
등을 병행하여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3) 기존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으로 변환시켜 이용. 한국에서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
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총11개 분야를 신재
생에너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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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극복수단으로 그린산업
□
발전을 가속화할 태세

ㅇ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책 중 하나로 그린산업을 제시4)
- 관련 산업 육성과 제도 정비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피해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달성을 추구
ㅇ EU 경제회복기금(EU recovery fund) 설치로 해당 정책 예산 확보
- 7월 특별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EU 회원
국 간 피해 정도와 재정여력 격차가 가져올 역내 불균형 완화 및 공
정경쟁 훼손 예방을 위해 경제회복기금 조성 합의
- 지원금 전액은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예정5)
3 우리 정부와 기업은 EU의 산업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효율적인
□

정책 수립과 시행 및 비즈니스 전략 마련에 참고할 필요 있음

2.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EU는 신성장동력으로 그린산업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집행, 세제
개편 및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
1 [예산] 기후변화 대응에 2021-27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
□
총액의 30% 이상인 약 5,500억 유로 투입6)

4) European Commission, Europe's moment: Repair and Prepare for the Next Generation, 2020.5.27
5) European Council, Special European Council, 2020.7.21
6) Reuters, EU makes world's biggest 'green recovery' pledge - but will it hit the mark?, 2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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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21-27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7)과 EU경
제회복기금에 합의8)
- (지출규모)1조 8,243억 유로 :

1조 743억 유로(MFF) + 7,500억 유로

*

(EU 경제회복기금 )
* 보조금 3,900억 유로, 대출 3,600억 유로

- MFF 총액의 33%인 3,500억 유로를 천연자원과 환경 분야에 편성
ㅇ 경제회복기금 중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지원에 6,725억 유로 편성
- EU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 9)을
EU의 정책 권고, 그린·디지털 전환,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후 승인 결정 10)
ㅇ 탄소중립전환 직·간접 프로젝트에 각각 175억 유로, 581억 유로 편성11)
[그린딜 관련 EU 경제회복기금 편성]
(단위:유로)

탄소중립전환과

편성액
75억

직접 관련

100억

탄소중립전환과

50억
56억
475억

간접 관련

프로젝트 내용
농식품 분야의 친환경기술 도입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
공정전환12)기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저탄소 경제로
의 전환비용이 큰 지역/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Horizon EU : EU의 보건 및 기후 관련 연구 혁신 프로그램
EU strategic investment : 사회기반시설 투자기금
REACT EU：고용시장 안정과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자료: EU 집행위 및 ING 자료, 저자 재가공

ㅇ 이번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은 EU 회원국이 탄소중립전환과 그린
산업 육성에 동의를 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7)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사용되는 7년 단
위 중기예산계획으로 EU 예산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됨
8) EU Council, Special European Council, 2020.7.21
9)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10) European Commission, Establishing a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2020.5.28
11) ING, Are European governments pushing for a green recovery?, 2020.7.7
12) Just transition mechanism : 그린딜 정책으로 산업 및 고용구조에 나타날 변화에 기업과 노동자가 적응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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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족과 회원국가간 입장차로 그린딜 추진에 일부 회의적이었으나13)
그린산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증액
- 탄소중립목표에 합치하는 산업 및 탄소배출 절감을 조건으로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 그린경제로의 전환기간 단축에 긍정적으로 작용
2 [세제 개편] 탄소중립경제 관련 세제 신설 및 확대 추진
□

ㅇ 환경 관련 세제 신설 및 확대로 저탄소배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을 조성
- 고탄소배출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과의 가격차 상쇄
- 환경요인이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마련하여
환경위험에 대한 기업 인식 제고
[그린산업 관련 세제 및 예상 세수]
(단위:유로/연간)

세제명
배출권거래제14)(ETS)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분담금15)
탄소국경세16)

내용
배출권 판매 수입의 20%
해양 및 항공 분야로 확대 추진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021년 선별 분야에 도입 목표

예상 세수
30억
100억
66억
50-140억

자료: EU 집행위 자료, 저자 재가공

ㅇ 확충된 세수는 경제회복기금 재원 마련에 사용되어 탄소배출 절감을 위
한 기술개발과 혁신에 투자
13) Euractive, Not all member states will benefit from the European Green Deal, 2020.1.15
14) Emission trading system:정부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에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 할당범위 내
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15)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 및 소비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kg당 0.8유로
예상
16)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非EU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EU로 수출 시, 규제 격차에 따
른 가격차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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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경제 시대에는 탄소배출권 비용이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함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저탄소배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
3 [기업 지원] 그린산업 지원 및 저탄소배출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

ㅇ EU는 EU 투자은행(EIB)을 통한 대출과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화석연료 의존도
가 높은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2021년까지 중단한다는 입장
- 2019년부터 현재까지 승인된 799개의 프로젝트 중 농수산임업, 에너지,
교통, 식수 및 정화 분야 313개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됨17)
- EIB는 환경 영향 평가(EIA18))를 도입, 환경 관련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
고 환경 영향 평가서 공시의무 이행 조건으로 대출 집행19)
ㅇ EU는 회원국이 특정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 신고 후 EU
보조금 규정에 따라 심층조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규정20)
- 보조금 심사규정 항목으로는 ▲EU의 정책 방향, ▲공정경쟁 왜곡 여
부, ▲EU의 결속력 와해 여부,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기업 투자
결정과 회원국 공공 지원의 상관관계, ▲지역 경제 개발 기여, ▲고용
증대 등이 있음

17) European Investment Bank, Project list
18)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환경 영향 평가에는 생산시설 건설과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폐기물 처리, 수질오염, 소음, 공기오염물질 배출 등 각각의 항목별로 분석하고 관련 대책 및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함
19)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Environmental assessment
20) European Commission, EU competition law:Rules applicable to state aid, 20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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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원 사례
1. 한국 LG 화학
ㅇ EIB는 LG화학의 폴란드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 4억8,000만 유로
대출 계약 체결21)
- 역내 최초로 배터리의 전극, 셀 모듈, 팩까지 모두 생산하는 공장
증설과 운영 자금 목적이며 총 예산 15억 유로 중 3분의 1에 해당
ㅇ EIB는 해당 프로젝트가 역내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배터리 대량생산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완공 후 연간 배터리 생산량이 35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전기 자동차 5십만 대에 탑재될 수 있는 규모
- 원료 및 부품 공급사와 서비스 업체까지 유치 및 고용증대
- 기존 연구소 확장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생산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연구 진행 및 브로츠와프 대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양성
- 환경 영향 평가 대상 프로젝트로 환경 영향 평가서 공시22)
ㅇ 폴란드 정부도 LG화학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해 EU 집행위에 9,500만
유로 보조금 지원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23)
- EU 집행위는 2019년 폴란드 정부의 돌노실롱스키(Dolnoslaskie) 배터리
공장 건설에 대한 3,600만 유로의 보조금(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포함)
을 승인한 바 있음24)
21) EIB, Poland: Electric vehicle battery production in Europe gets boost thanks to EIB loan of
€480 million to LG Chem Wroclaw Energy, 2020.3.26
22) EIB, Environmental and Social Data Sheet: EV battery gigafactory Poland, 2019.12.12
23) European Commission, state aid: Commission opens in-depth investigation into public support
for expansion of LG Chem's electric vehicles battery plant in Poland, 2020.8.11
24) European Commission, state aid: Commission approves €36 million Polish investment aid to LG
Chem's electric vehicles batteries plant,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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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기에 Umicore社
ㅇ EIB는 벨기에 비철금속 소재 기업인 Umicore의 폴란드 배터리 양극
재25) 생산시설 건설에 1억2,500만 유로를 대출할 계획26)
- Umicore는 배터리 생산원가의 40%에 달하는 핵심소재인 2차 전지 양극
재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
- 대출규모는 총 예산 2억6,800만 유로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말까지
완공 목표
ㅇ EIB는 역내 배터리 생산기업에 핵심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배터리
생산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Umicore는 한국과 중국에 양극재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로 역내에 처음으로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게 됨
- 엔지니어링 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도
모 및 고용 창출
3. 스웨덴 Northvolt社
ㅇ EIB는 스웨덴 전기 배터리 생산 기업인 Northvolt의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건설에 3억5,000만 유로 대출을 결정27)
- 역내 배터리 공장 중 EU 기업이 운영하는 최초의 기가 팩토리로 연간
40GWh까지 증대 목표28)
-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가동하며 배터리의 재활용 공정까지 확대
할 계획
25) Cathode : 배터리 4대 핵심소재로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짓는 핵심소재. NCA(니켈‧코발트‧망간 조성)
와 NCM(니켈‧코발트‧알루미늄 조성) 양극재가 시장을 주도
26) EIB, EIB and Umicore conclude €125 million loan for battery materials production in Poland,
2020.6.15
27) EIB, European backing for Northvolt's battery gigafactory in Sweden, 2020.7.29
28) Euractive, EU invests €350m in first domestic battery gigafactory,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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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IB는 EU 기업이 전기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 EU 인프라 투자 펀드29) 사업의 일환으로 EIB는 2018년에도 Northvolt
Lab에 5,200만 유로 대출
- EU産 전기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5%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
는 EU 배터리 연합의 목표30) 달성을 위해 EIB는 적극 협조하고 있음
4. 프랑스의 Air France社
ㅇ 프랑스는 에어 프랑스에 70억 유로를 지원하며 그린 항공사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제시31)
- 2024까지 탄소배출량 50%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항공기로
교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

3. 그린경제시대, 우리의 대응
1
□

그린산업 육성을 위한 EU의 전방위적 지원 및 법제도 정비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

ㅇ EU 회원국과 기업은 MFF 및 경제회복기금 확보를 위해 그린산업에
주력하고 저탄소배출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EU의 그린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기술 및
정책 노하우 축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 기대
ㅇ 탄소중립시대 도래 시 그린산업 관련 EU의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시될 수 있음

29) the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EFSI)
30) Politico, Europe’s big battery bet, 2020.7.26
31) Politico, Commission approves €7B Air France state aid,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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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인도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정비하면서 EU 사례를 활용하는
등 EU가 국제사회 제도 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32)
2 저탄소배출 기업 및 국가의 EU 내 입지가 강화될 것
□

ㅇ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전력원 선택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부상
- EU의 지원 대상 기업은 탄소중립 목표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야 하므로 협력업체 선정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중시할 전망
- BMW, Volkswagen은 공급망 기업에게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
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33)
ㅇ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 요구가 강해지면서 재생
에너지 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시장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의 향상 효과
3 EU 및 국제사회의 그린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가 촉진될 전망
□

ㅇ 그린산업에 대한 공공투자의 증가로 관련 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경우 민간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경제회복기금의 30%인 2,250억 유로가 그린본드34) 발행으로 조달될
경우 전년 대비* 글로벌 그린본드 시장이 89% 증가35)
* 2019년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액은 2,577억 달러로 전체 채권 시장의 3.7%에 불과

ㅇ EU 은행 감독청은 은행들이 기업대출
(Environmental risks)을 도입할 것을 요구36)

심사

항목에

환경위험

- 탄소배출권 구입비용 및 시장환경 변화로 초래될 탄소배출기업의 수
익성 악화를 선반영하여 대출은행의 건전성 보호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화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0.3.5
33) FT, Volkswagen gives suppliers ultimatum on emissions, 2019.2.17
34) 발행자금을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그린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자금 사용처를 제한
한 채권
35) S&P, The EU recovery plan could create its own green safe asset, 2020.7.15
36) European central bank, Guide on climate-related and environmental risks, 2020.5

- 10 -

- 그린산업 및 저탄소배출 기업의 신용도가 향상되는 효과로 관련 기
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
- 스웨덴 등 일부 EU 회원국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기업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37)
4 우리 정부와 기업은 그린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
기울일 필요가 있음

ㅇ 정부는 EU의 그린산업 지원방안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반영
- 특히 한국판 뉴딜을 강력 추진하면서 EU의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환경
관련 제도를 선진화해야 함
ㅇ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여 미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확립
- 한국은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
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부각,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과정에서 통상 장
벽을 사전에 제거
- EU가 탄소국경세 부과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38)
ㅇ 우리 기업은 EU의 산업 변화와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그린산업 기업은 현지진출 방안 모색
-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술개발 및 오픈이노베이
션을 확대하고 표준분야 전략 수립에 반영
- EU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기업도 지원하므로 이를 LG화학 사례
처럼 적극 활용하여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

37) McKinsey&Company, From ‘why’ to ‘why not’:Sustainable investing as the new normal, 2017.10.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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