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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 (탄소국경세) 미국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논의 및 주요 내용
◈ [What’s News]
  - (배터리) 백악관, 미국 배터리 제조 및 관련 산업 지원 계획 발표
  - (에너지) 미국 차세대 원자로 개발, 러시아 독점 연료 공급으로 어려움 직면
  - (대중경쟁) 블룸버그, 양자컴퓨터·AI 관련 미국의 중국 기술규제 확대 전망
  - (우크라이나)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 시 우크라이나 지원금 감독 강화 시사

Focus

가. 배경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채택을 위한 최종 절차 진행 중

◦ 유럽의회가 CBAM 도입 및 탄소거래제도 개선을 포함한 탄소 

정책 종합 법안(일명 ‘Fit for 55 Package’) 가결(6.22)

- 현재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가 연내 입법 목표로 법안조정 협상 중

< 유럽연합 CBAM 도입 진행 경과 >

(2021.7월)

집행위,

CBAM 입법 제안

⇒

(2022.3월)

각료이사회,

CBAM 추진 합의

⇒

(2022.6월)

의회,

자체 법안 가결

⇒

(현재)

각료회의-의회,

최종 법안 조율

[자료] EU 각료회의, 의회, 집행위 홈페이지

1. (탄소국경세) 미국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논의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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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내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움직임

◦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CBAM 도입 관련 유사 법안 계류 중

- 상원에는 ‘청정경쟁법’(S.4355 Clean Competition Act),

하원에는 ‘공정한 전환과 경쟁법’(H.R.4534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이 입법 대기

나. 미국 CBAM 도입 동향 및 주요 이슈

□ (배경) 국내외 탄소 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필요

◦ 미국의 CBAM 추진 배경에는 크게 아래 3가지 목적이 작용

- ⒧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서 탄소배출 절감, ⑵ 미국 탄소규제로

발생한 미국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 상쇄, ⑶ EU CBAM

도입에 대응책의 성격 등으로 CBAM 도입 추진

◦ 탄소 低 규제국으로 제조업, 생산, 일자리가 유출되는 일명 ‘탄소

누출’ (carbon leakage) 현상으로 미국의 경쟁력 손실 우려

- 당초 EU 집행위가 제안했던 5개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외에도, 유럽의회는 유기 화학․폴리머․

수소․암모니아 및 간접 배출까지 CBAM 대상으로 확대 ⇒

미국 수출기업이 직접 영향 가시화

□ (주요 이슈) 미국 정책 입안자는 미국 CBAM 제도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 사항을 고려 중

◦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범위에 대한 논란

- ‘高 탄소, 多 교역’(emission-intensive, trade-exposed) 산업군인 

화학, 철강, 비금속 광물 등 외에 기타 품목으로 대상 확대 가능성

- 제조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 천연가스 등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 또는 중간재에 포함된 배출(upstream emission)까지 

대상 여부에 찬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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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수수료 부과 및 수출 환급 제도에 관한 사항

- CBAM은 수입품에 내재한 탄소량(톤 단위)에 비례해 관세 

성격의 수수료(fee)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 EU CBAM은 EU 탄소거래 가격(톤 당 68유로, 10.21)을 기준

으로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책정 

- 미국 내 전국적인 탄소거래 가격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입품에

대한 CBAM 수수료 책정 방식은 현재까지 미지수

- 수출 환급 제도(리베이트)*를 포함할지와 관련한 논란   

* EU 수출기업들은 탄소거래 가격제가 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낮춘다며,

저탄소 규제 국가에 수출할 시 해당 비용을 환급하는 제도를 주장

< CBAM의 수입 수수료 및 수출 환급 구조(예시) >

[자료] Resources for the Future

◦ 특정 국가에 대한 적용 면제

- 미국과 ⒧ 유사한 수준의 탄소 규제 정책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⑵ 저개발 국가로부터 미소 수입에 대해서는 

CBAM 적용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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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규정 위반 소지

- WTO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 대우

(Most-Favored National Treatment)를 위반할 위험 존재 

- 탄소 가격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외국기업에만 CBAM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국내-외국기업 차별을 금지하는 WTO

규정 위반 판단 소지

- 특정 국가 대상으로 CBAM 적용을 면제할 경우, 모든 WTO

회원국을 동등하게 우대해야 하는 최혜국 대우 위반 소지

◦ 기타 무역 관련 이슈

- △집행의 어려움과 높은 행정비용 우려, △국제적인 보호무역

주의 발호 가능성, △미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 전망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신중한 제도 검토 요구 비등

* 자료 : 미국의회조사처(CRS), CSIS, Resources for the Futu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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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백악관, 미국 배터리 제조와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계획

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10.19)

- 동 팩트시트에서 ①배터리 제조 보조금(Battery Manufacturing

Awards)의 개요와 수여 대상 업체 및 ②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이니셔티브(American Battery Materials Initiative) 공개

◦ 배터리 제조 보조금

-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를 통해 28억 달러 

보조금 수여 대상 21개 배터리 제조 및 프로세싱 업체 발표

* 세부내용 :

https://www.energy.gov/mesc/bipartisan-infrastructure-law-battery-materials-process

ing-and-battery-manufacturing-recycling

- 전기차와 전력 그리드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배터리 생산 증

가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로 미국 제조 산업 전반 성장 기대

- △연간 약 100여만 대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에 공급되는 핵심 광물(리튬·흑

연·니켈) 개발과 생산, △ 전국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45%를 소화하는 전극 

바인더 설비 개발, △실리콘 산화물 생산 시설 구축 등

<보조금 수여 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 수행 지역(예상)>

[출처 : 美 에너지부]

□ [배터리] 백악관, 미국 배터리 제조 및 관련 산업 지원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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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

- 에너지부와 내무부 합동으로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적인 

공급 계획 발표

- △ 주요 광물의 지속적이고 친환경적 미국 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확대

△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 강력한 환경과 노동 기준 확립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보장 등 선언

* 자료 : 백악관 팩트시트(10.19)

◦ SMR 등 차세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는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연료 공급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 직면 보도

- 미국 테라파워(TerraPower)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90개 이상의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상당한 비율의 연료를 러시아에 의존

- HALEU 연료는 우라늄 농도가 연료 질량의 5~20%가 되는 기존 경수로

농도보다 높은 연료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마이크로 원자로 설계에 적합

* HALEU를 통해 원자로를 더욱 작게 만들 수 있고, 폐기물도 적게 생성되어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주목

-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 로사톰(Rosatom)의 일부인

TENEX만이 HALEU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미-러 갈등 국면에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 미국과 유럽 회사들이 상업적 규모로의 HALEU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진행을 결정한 시점부터도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선진핵연료가용프로그램(Advanced Nuclear Fuel Availability Program, 4,500만 달러)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HALEU 특별 조항(7억 달러) 등

* 자료 : 로이터(10.20), 디지털저널(10.20)

□ (에너지) 미국 차세대 원자로 개발, 러시아 독점 연료 공급으로 어려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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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신규 중국 대상 기술규제 행정명령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도

- 내부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통제안과 유사한 첨단 기술 장벽이 양자

컴퓨터·AI 관련 기술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

- 또한, 밥 케이시(민주당), 존 코닌(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투자 

심사 법안과* 관련해 준비 중인 행정명령에 중국 양자컴퓨터·AI

기술 관련 투자 제한이 포함될 가능성 보도

*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

- 블룸버그는 미국의 대중 기술격차 우위 유지를 위한 노력이 미국과 

중국 주변 국가들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평가

* 자료 : 블룸버그(10.21)

□ (우크라이나) 공화당, 선거 승리 시 우크라이나 지원 감독 강화 시사

◦ 케빈 매카시 美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백지수표’ 중단 주장

* 매카시 원내대표는 공화당 하원 승리 시 차기 하원의원장 선출 가능성 多

- 우크라이나에 대한 美 의회 지지는 초당적이나, 공화당은 지원책에 

대해 예산 감독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NATO와의 비용 분담을 요

구하는 등 지원 조건에 대해 민주당과 갈등을 빚어옴.
* 공화당은 40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책에 반대 전례 有(‘22.5)

※ (참고) 공화당이 하원에서 중간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화당 관계자들의 행보에 대한 현지 관심 증대

*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행정부에 WTO 백신 지재권 면제 관련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청(10.20)하며 선거 이후 계획을 적극적으로 표출 중

* 자료 : 폴리티코, 파이낸셜타임즈, 더 힐(10.20)

□ [대중경쟁] 블룸버그, 양자컴퓨터·AI 관련 대중 기술규제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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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에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행사안내) 2022 국제기구주요기업등청년취업설명회(11월 3일, 워싱턴DC)

- (자료발간) IPEF 9월장관회의세부내용및현지반응(US22-35)

美 연방준비은행 페드나우(Fed Now) 출시 전망 및 시사점(US22-34)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 전략(US22-33)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US22-기획4) * 10월 말 공개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 (인터뷰) 미국상공회의소 Charles Freeman 선임부회장인터뷰(10월 13일)

반도체산업협회(SIA) John Neuffer인터뷰 KOTRA YouTube 업로드

→인터뷰바로보기(스마트폰카메라로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