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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무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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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규모

￭ 인구 및 경제규모

- 인구 = 약 4억 5천만명 (EU 27개 회원국)

- 경제규모 (2019년 경상 GDP 기준) = 13조9천억 유로 (2019년 전세계 GDP의 약

23%)

- 세계 상품무역의 약 15%를 차지

(출처: eurostat, 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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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무역 비중 변화

- 2019년 현재 역외무역 규모는 4.6조 달러로 EU 전체 무역액의 39%를 차지

* 2012년 이후 매년 무역수지 흑자 기록

EU 역외 무역현황

(출처: eurostat, https://ec.europa.eu)

￭ EU는 아시아와의 무역에서만 적자를 기록

- EU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

* EU 전체 역외수입의 20% (최근 감소추이)

* EU 전체 역외수출의 10%(최근 증가추이)를 차지 적자규모는 확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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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무역현황

￭ 한국의 무역비중

-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우리의 세 번째 교역 상대

- 한-EU 상품 수출입 규모 = 약 1,011억 달러(2019년 기준)

- EU 역외 수출의 2.41%, 역외수입의 2.30% 차지 (2019년 기준)

- ‘11년 한-EU FTA 체결 후 對EU 무역적자를 보이다가 ‘16년 이후 흑자로 전환

* ‘19년 현재 수출(577억달러), 수입(525억달러), 약 55억 달러의 무역흑자

￭ 對EU 수출확대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 2013년 이후 한국의 對EU 수출확대는 EU GDP 회복의 결과

- 그 외의 요인(EU회원국의 수입의존도, 역외수입비중, 역외수입 중 한국이 차

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수출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분석

* EU의 수입의존도와 역외수입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 역외수입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한해를 제외

하면 계속 감소

- 對EU 무역적자가 우리의 수출경쟁력 제고 결과로 보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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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무역현황: 국가별

- 서유럽 국가와의 무역: 무역수지 적자

- 중동부 유럽국가: 무역수지 흑자

￭한국과 주요 EU 회원국간 무역수지 추이

글로벌 공급사슬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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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무역현황 : 국가별(계속)

- 서유럽국가

* 완성차, 무선통신기기, 

전자제품 수출 (한국의

주력수출품목)

- 중/동부 유럽국가

*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고, 

서유럽 국가들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 노동비용 저

렴 → 생산기지

*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 자동차, 디스플레이, 

화학(배터리)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 위치

→ 기업내 무역에 따른

수출확대 (중간재 위주)

￭글로벌 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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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의 EU수출 잠재력

￭ EU 수입시장 성장률과 EU 수입에서 한국상품의 점유율을 통해 본對EU 수출잠재력

(종) 높을수록 수출확대 가능

(횡) 높을수록 한국상품이

경쟁력 확보

- 자동차, 전기전자: EU시장

확대 + 우리의 EU 시장 점

유율 상승

- 철강, 플라스틱: 시장규모

축소 + 우리의 시장점유율

은 이미 상당히 높음 (상대

적으로 약한 성장잠재력)

- 화학제품: 시장규모 축소

+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높

은 편이 아님 (성장잠재력

은 약한 편)



2. 유럽 그린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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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 딜

￭ 계기

- 기후변화와 환경피해를 EU와 세계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

- 신성장전략의 필요성 대두 → “Green Deal”

￭ Green Deal, 제1의국정 Agenda

- 중장기: 지속가능한 EU를 지향하는 전환전략 (경제 성장전략 & 일자리 전략)

* 기후대응, 2050 기후중립

* 오염물질 배출 감소

* 청정기술 부문에서의 EU기업의 경쟁력 제고

*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 단기: COVID-19발 경제위기 (전세계에서 EU가 가장 심각) 대응

(출처: EU Commission, What is the European Green Deal?, 2019.12)



Green
Deal
이전

상품,서비
스, 인력, 

통화
+

Green 
Deal

에너지,교
통, 데이터, 

금융

금융·재정
정책

이민,안보,
사회정책

↑

EU 공동재정:  차세대 EU 장기재정(MFF), 
탄소국경세, 플라스틱세, 금융거래세(고려 중), JTF 

EU 그린 딜, 정치적 의미

￭ EU 통합 공고화

￭ EU as a global leader

- EU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setting standards for sustainable growth



Green Deal 부문별 목표와 전략

기후 2030년과 2050년 감축 목표 상향조정

- 2030 목표 상향조정 (1990년 대비 최소 50%)

-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 기준 조정, 화석연료 사용 승용차 금지

- 강력해진 탄소가격: 에너지세 조정(EU내), 일부 부문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21년 7

월까지 안을 마련한 후 23년 적용하는 스케줄)

에너지 가격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 발전부문의 기후중립  재생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수소 네트워크, CCUS, 에너지

부문 EU의 스마트 단일시장 (Smart sector integration), 에너지빈곤 완화

- 순환경제 활성화:산업부문의 폐열 재사용, 배터리사용의 순환경제화

빌딩 신·재건축 건물의 에너지·자원 효율화

- 에너지 사용량의 40%

- 건물 자체가 에너지·자원집약적(모래, 자갈, 시멘트, 철강 등)

- Renovate Wave: 현재의 renovation rate (연간 0.4~1.2%) → 최소 2배

- EU ETS에 포함 고려 중

-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재검토: 신축 및 재건축시 순환경제,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고려한 디자인 요구

- Renovation 예산 제공 (InvestEU 등)



Green Deal 부문별 목표와 주요 정책 (계속)
수송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가속화

-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계속 증가

- 2050년까지 수송부문 배출의 90% 삭감

- 2020년 EU 집행위는 Smart and Sustainable Mobility 도입

* 도로수송(현재 교통수요의 71.7% 차지)의 75%를 철도와 육상수로로 전환

* 디지털화 → 지능형교통관리체계 → 역내 통합된 교통시스템(TENT-T)

- 제로 또는 저배출 차량 보급 → 화석연료 차량에 대한 배출규제 강화

- 탄소가격 적용

* 화석연료 보조금 일몰 (에너지세 개정안에 포함)

* 해상수송 부문을 EU-ETS에 포함하고, 항공사에 대한 무상할당 삭감 계획

- 대체연료 개발, 충전소 확충

농업 녹색 농업과 ‘Farm to Fork’ 전략

- 화학비료,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입법안(2021)

제로 배출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zero-pollution 목표

- 물, 대기, 토양에 대한 제로오염 Action plan

- 대형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 개선(‘21년)



Green Deal 부문별 목표와 전략 (계속)
산업 EU 산업에서의 Clean and Circular economy 활성화

- EU 배출량의 20%

- Value-chain 전반에 걸친 현대화 → 지속가능성과 job-intensive 경제활동 활성화

- EU 산업전략의 핵심: 그린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디지털 전환

- 에너지집약적 산업에서 기후중립적·순환 제품 시장확대 촉진

① 저탄소화

- 전기화, 대체에너지원 활용(수소, 바이오 매스, synthetic gas, 재생가스) 기술개발

* 저탄소 기술 적용 및 개발 최우선 분야: 그린 수소, fuel cells, 대체연료, CCUS

* 화석연료 사용이 필수적인 제조업부문에서 CCS 활용

* 재원: 다양한 펀딩 소스 이용, EU ETS Innovation Fund

- 철강, 시멘트, 화학산업: 화석연료 대신 재생수소 및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사용, 현

존하는 저감기술(예: hydrogen-based primary steel 생산)을 10~15년내 대규모 활

용 (2030년까지)

* 2030년까지 철강제조공정에서의 zero-carbon 추진



Green Deal 부문별 목표와 전략 (계속)
산업 EU 산업에서의 Clean and Circular economy 활성화

② 순환경제 활성화

- 재활용율 제고 (현재 12% → 2030년까지 50%)

- 자원집약적 산업(섬유, 건설, 전기전자, 플라스틱)에 대한 순환경제 강화

* 유리, 철강, 플라스틱: 재활용율 제고 → 에너지 수요 및 공정배출 삭감

- 베터리 제품 관련 순환경제 법제화

- 폐기물 처리 개선에 관한 법제화

* 베터리의 순환경제 법제화

* 원료에 대한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특히 cobalt나 graphite 등 수요 급증 원료에

대한 자원순환 강화)

* ‘30년까지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도록 하는 강제 → EU 차원 기술

개발과 공유를 통해 EU 업체의 경쟁력 제고 도모

-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지속가능한 산업 또는 제품 전략: 순환경제와 Zero-pollution 전략의 접점

*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이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요건 지정

* 1차 대상 = 자원집약적 산업부문 (섬유, 건설, 전기전자, 플라스틱, 화학)

* Right to Repair



Green Deal 부문별 목표와 전략 (계속)
산업 EU 산업에서의 Clean and Circular economy 활성화

③ 디지털 전환: 저탄소화와 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수 요소

- 고성장 부문인 데이터 산업에서의 EU 경쟁력 제고

- 관련 기술: AI, 5G, cloud and edge computing, internet 관련

- 디지털기술은 대기 및 수질오염 모니터링, 에너지 및 천연자원 소비 모니터링 최적화

- 타 부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와 ICT devices

의 저탄소화와 순환 경제화

- EU 반화제도 (take-back scheme):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기기를 반납하고자 하

는 유인 제공 (휴대폰, 타블렛, 충전기 등)



EU의 지속가능성(그린) 기준: EU Taxonomy

출처: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2020.3.

￭ 무엇을 분류? 경제활동이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 용도: 녹색금융 지원여부, 기업 및 투자가들의 그린에의 부합성 판단기준 제시

￭ 경제활동에 대한 3가지 Performance thresholds (‘기술심사기준’) 설정

- 6대 환경목표: 기후저감, 기후적응, 수자원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물질 관리,

생태다양성과 에코시스템 보전과 복원

- 3가지 원칙

* 6대 목표 중 최소한 한 목표에 상당한 기여할 것

* 나머지 5개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최소안전기준에 부합할 것



Green Deal 진행 과정과 향후 일정
~2020.10 향후 일정

종합

로드맵

· EU 그린딜 도입안 발표(‘19.12) 

· EU 장기재정 및 차세대 EU 펀드 (‘20.7)

· 회원국내 입법화 (‘21)

기후대응 · 2050 탄소중립안인 EU Climate Law 발의(‘20.3)

· EU 환경장관: 기후법에 부분적으로 합의 (20.10)

· 2030 감축목표 상향(40%→ 최소 50%) 종합

계획인 Climate target plan 발표(’20.9) 

· 건물: Renovation Wave(’20.10)

· 에너지·농업·폐기물: Methane Strategy (‘20.10)

· 감축목표 조정에 따른 제반 법령*  개정

(’21.6) 

* ETS,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수송부문 배

출규제, LULUF 등

· 일부 분야 탄소국경세 메커니즘 도입안

(‘21.6)

·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도입(‘23.1)

· New 기후적응전략 (’20/’21)

에너지

전환

·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및 수소전략 채택

(‘20.7)

· 해상풍력 계획 (연내)

· 에너지세제 개정안 (‘21.6)

산업정책 · 그린 딜 투자전략 발표(‘20.1)

· EU 산업전략 채택(‘20.3)

· 순환경제 행동계획 발표(‘20.3)

* 중점산업: 섬유, 건설, 전기전자, 플라스틱

· 순환경제 행동계획 발표(‘20.3)

* 중점산업: 섬유, 건설, 전기전자, 플라스틱

· 항공산업: ‘21.1.1일부터 CORSIA 참여하기로 결

정 → 상쇄 조건 강화

· Batteries and Circular Economy 입법(연내)

· Clean Steel breakthrough technologies 

개발 (’30까지 철강생산의 탈탄소화 목표)

· Waste reforms에 대한 법률안 (‘20부터)

· 에너지집약적 산업부문에서 기후중립과 순환

경제에 부합하는 상품비중을 확대하는 대책

마련 (‘20부터)

* CORSIA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Green Deal 진행 과정과 향후 일정 (계속)
~2020.10 향후 일정

공정 전환 · 공정 전환 메커니즘 발표(‘20.1)

· EU 이사회는 공공부문이 15억 유로를 대출받아

JTM을 실행 데 동의 (‘20.10)

그린

모빌리티

·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20)

· 철도비중 확대 및 EU 연결성 제고 결정(’20.6)

· 소형승용차 CO2 배출규제 개정 (‘21.6)

· 연소엔진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

화 방안 제시(‘21)

· 해상수송 EU ETS에 포함하는 안 (‘21.6)

· 대체연료 인프라법과 TENT-규제 개정 (‘21) 

· 철도와 육로수로 관리개선안 (‘21부터)

환경정책 · 2030 EU 생태다양성 전략(‘20.5)

· EU 환경장관: 생태다양성 대책 도입동의(20.10)

· Farm to Fork Strategy 발표(‘20.5)

· Chemical Strategy발표(‘20.10)

* 소비재에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PFAS 점진적

퇴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글로

벌 표준화, EU 기준미달시 수입금지

· 물, 대기, 토양에 대한 제로오염 Action

plan(‘21)

· 대형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 개선(‘21년)

공정 전환 · 공정 전환 메커니즘 발표(‘20.1)



3. Green Deal 재정



(출처: EU 집행위.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recovery-plan-mff-2021-2027/)

EU 7년(2021-27) 예산

- 장기전환 예산

- 1조 743억 유로 규모

차세대 EU (NGEU)

- COVID19 경제회복 예산

- 초기 사용

- 7,500억 유로 규모

EU 그린 재정: 2021-27년간 1조 8,243억 유로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recovery-plan-mff-2021-2027/


예산 지출부문
재원

차세대 EU 장기재정(MFF)

융합, 회복력, 가치 관련 (시민보호, 보건 포함) 지출 7,219 3,778

천연자원과 환경
-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 공정 전환 기금(JTF) 포함

175 3,564

단일시장, 이노베이션, 디지털화 106 1,328

국제협력과 개발원조 관련 정책수단 (NDCI) 984

EU 정부 행정비용 731

이민과 국경관리 227

회복력, 안보, 방어 132

합계 (단위: 억 유로) 7,500 10,743

중점 지출부문 : 기후변화대응(총지출의 30%이상)과 디지털전환

출처: EU 집행위.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recovery-plan-mff-2021-2027/

EU 그린 재정: 지출항목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recovery-plan-mff-202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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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0_40)

- EU 예산
이중 25%인 5,030억 유로를 기후와 환경에 지출

- EU ETS 기금: 
250억 유로
(경매수익의 20%)

- 공정전환 메커니즘
최소 1,000억 유로
10년간 1,430억 유로
동원

- InvestEU:
2,790억 유로
(EIB 투자액의
50%를 기후와
환경에 사용)

- 회원국의 구조펀드
분담금: 
1,140억 유로

재원조달 계획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0_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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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phase) 접근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기반 재원(플라스틱세)

탄소국경세와 디지털 부담금(levy)

EU ETS 배출권 판매 수입 (항공과
해상수송으로 적용범위 확대 가능)

기타 새로운 재원발굴 중

(예: 금융상품거래에 과세)

2021.1.1
도입

2023.1.1
도입 계획

Next Generation EU 
대출금 조기 상환

민간금융기관에서받은 대출금 상환 계획

(출처: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recovery-plan-mff-2021-2027/)



4. EU Green Deal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EU 목표 205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수송관련 산업부문

자동차산업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도로용 차량 수출시장 축소 (-)
- 배출기준 강화와 순환경제기준 신설 전망 (-)

* Waste footprint 대응 필요
- Zero emission Vehicle 시장 확대 (+)

* 핵심 원자재 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 필요 (-)
관련 산업
-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관련 ITC 관련 제품 수요 확대 (+)
- 철도와 수로용 수송기계 관련 시장확대 (+)
선박-해운산업
- 다배출 선박 EU 입항 제한
항공산업
- ICAO와 CORSIA 현실화 가능성 → 해외 상쇄 기준 강화에 대응



수송산업 주요 규제

시작연도 EU 유럽 개별 국가

’21

• 자동차 CO2 배출규제 (Regulation(EU)201

9/631) 기준년도 (‘20년1월부터 이미 시행)

• 자동차 배기가스기준 Euro6d 적용(‘21.1월

부터)

독일 : 2021년 1월1일부터 CO2기반의 차량세

(Motor vehicle tax) 시행-엔진의 크기와 km

당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 산정

‘22~24

•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한 차량의 평균 중

량 기준 10g CO2/km 감축에 해당하는 추

가조치 시행

• 항공분야: ‘24년부터 EU-ETS 적용

’25

•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한 차량의 평균 중

량 기준으로 Regulation(EU)2019/631에

근거하여 ‘21년 대비 CO2 배출량 15% 저

감

프랑스 : 정부 및 공공기관 차량 구매 시 최소

50%이상을 CO2 및 오염물질 저배출 차량으로

구매

’30

•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한 차량의 평균 중

량 기준으로Regulation(EU)2019/631에

근거하여 ‘21년 배출량 대비 승용차 37.5%,

소형상용차 31% 저감

네덜란드 : 신규 판매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Zero-CO2 적용

‘40
영국 : 내연기관 차량 전면 판매 중지



EU 연료품질 규제
(Fuel Quality)

정유·석유화학 산업

에너지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

- 휘발유, 경유 및 바이오 연료에 대해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허용치를 초과하는 연료의

EU 판매 금지

- 휘발유의 산소함유량 (2.7%), 에탄올함유량 (5%), 경유의 FAME 함유량 (7%) 규제

- 황과 납 사용 제한. 5년마다 연료 내 황 함량 규제 강화

수소연료·바이오 연료 개발 및 상용화

- (Hydrogen for Climate Action) 다양한 형태의 수소(액화, 가압, LOHC, NH3 등)를 운

송방법, 대형 화물차, 버스, 기차,  바지선, 선박 등 교통수단에 대한 연료전지(Fuel Cells) 

활용, 도로와 항만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HRS) 관련 기술 및 상품시장 확대

- 탄소 배출 넷제로와 자원순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바이오 연료(Advanced Bio-fuel) 시

장 확대

수소연료 및 바이오 연료
정책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및
배출규제

EU 목표 • 205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

• 202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원단위 최소 6% 감축

• Toxic-free EU



플라스틱 산업

- 플라스틱 산업에서의 순환경제 강화 & 국제적 표준 시도

- 재활용 불가능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0.8유로/kg의 세율 적용 (‘21.1.1)

- 재생자원 포함 의무화(‘21년 발효: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 완화를 위한 지침)

* 재생가능한 원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 디자인 사용

* 제품사용기간 연장(repair, resell, return) → Right to Repair와 Return에 대응

* 재활용

*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플라스틱 식기, 접시, 빨대, 발포 폴리스티렌 음식물 용기,

음료용 용기와 컵, 산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 판매 금지

* EU 회원국 영토 내 시장의 모든 PET병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25년까지 최소 25%,

‘30년까지 최소 30% 포함 → 재생원료의 비용효과적·안정적 확보 필요

- EU 에코디자인 지침 또는 Waste Footprint에의 대응

* 제품군 별 이행규정에 재활용된 물질의 함유량 및 재사용 부품 비율을 평가하여 공개

하도록 하는 기준이 추가될 경우 관련 기업은 EN 45556, EN45557에 따라 대EU 수출

제품에 대해 결과를 산정하고 대비해야 함.

-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새로운 순환경제 실행계획: 1차 대상 (섬유, 플라스틱, 건설, 전기전자)

EU 목표 •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량 · 소비량 삭감

• 플라스틱 대체 (화석연료 → 바이오·재활용 소재)



전기전자 부문 환경규제

•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Working plan
(‘20~’24)

• 에코라벨이 인증조건
강화

• 에너지효율 디지털화

전기전자 산업

전기전자 부문 산업전략 새로운 순환경제계획

• EU 디지털 전환
• 관련 업종
: 건강 및 웰빙 의료 기술,
로봇, 자동화 및 자율 시스
템, 스마트 그리드 포함 에
너지 관리, 커넥티드 자율
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저
전력 컴퓨팅, 항공우주, 사
이버 보안 등

• 전기전자 제품 순환계획
(Circular Electronics
initiative)

• 이를 위해
- Right to Repair
- 제품의 수명 향상
- 에너지효율성 제고

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시장확대 - 자원재이용, 분리 가능

디자인, 재생가능물질

로의 대체

- 반환, 수리, 생산자 책임

제도에의 대응

- Waste footprint 대응



EU 섬유전략(‘21)

- 친환경 요건 강화
* 유해 화학물질 제한
* 순환형 소재생산 지원

- 순환경제 강화
* 섬유의 재사용·수리 서

비스 의무화
* 2030까지 의류/섬유 폐

기물 50% 감소

섬유산업

유럽에너지 효율지침 에코디자인 규제

- 섬유산업에서의 에너지
절약

- EU Ecolabel
-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섬유산업: 재생 및 미세플라스틱-free 섬유 개발, 에코라벨 또는 Waste Footprint 대응

세탁기 등 의류관련 업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응

순환경제관련 서비스 제공 고려

미세플라스틱
- 프랑스: ’25.1까지 세탁

기에 미세플라스틱 입자
필터도입

의류 섬유부문 순환경제계획



GDPR (개인정보보호규정

‘18 시행)

데이터 산업

데이터 단일 시장 형성 →

EU 데이터 구축(‘20.2)

Digital Europe 프로그램

EU 목표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역내 회원국과 동일한 지위 획득·유지 필요

데이터 보호와 기본 권리, 

안전과 사이버 보안에 대

한 강력한 규제 마련

관련 시장 확대

-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과 같은 전략적 핵심역

량에 투자 ( ‘21-’27간

67.6억 유로 지원)

- 디지털세 도입(‘23)



5. 시사점



시사점

￭ 국내 영향

- EU는 국내 3번째 수출국

- EU, 미국, 중국, 일본이 그린딜 등 자국 기후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선언

- 우리의 감축목표 상한 조정 압력 가능성

￭ 탈탄소 관련

- 일부 제품 (특히 수송기계)에 대한 배출규제 강화 전망

- 탄소국경세 논의 본격화 전망

* 일부 국가 및 일부 품목에 대한 탄소국경세가 될 가능성이 큼.

￭ 순환경제 관련

- 재이용 및 재활용 기준(전기전자, 섬유, 플라스틱, 건설자재 등) 강화

→ 제품과 부품의 디자인 및 Packing시 순환경제 부합성 고려해야

수리 및 반환서비스 제공 고려해야

- 미세플라스틱 등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 필요

- 플라스틱세 대응

- Waste footprint에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