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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그린뉴딜·포스트코로나 등 현안 협력 강화
기사입력 2020-06-24 15:54

환경부-중국 생태환경부 화상 국장회의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에 참석한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왼쪽·당시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궈징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과 중국이 그린뉴딜, 대기환경, 기후변화 등 양국 환경 현안과
관련해 공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4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생태환경부를 화상으로 연결해 제4차 한·중 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궈징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양국은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대기 질 개선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후 대응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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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린뉴딜이 기후·환경적 도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간 그린뉴딜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3월 확정된 2020년도 '청천계획'(한중 대기협력사업)의 주요 사업별 진전 상황과 설립
2주년을 맞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업무계획도 점검했다.
먼저 4월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화상회의 당시 논의한 대기 질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문
가 콘퍼런스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기오염 방지책 중 공업 보일러 배출 저감 정책과 드론을 이용한 추적 감시 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중 대면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연구단이 화상 학술회의를 통해 연구한 결과와 환경기술 및 산업협력 착수회의에서 중국
산둥성과 톈진시를 중점 협력지역으로 확정한 결과도 공유한다.
또 오는 7월 상하이시와 광둥성을 대상으로 1대1 화상 기업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등과 병행해 청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아울러 양국은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일 공동행동 5
개년(2020∼2024) 계획이 차질없이 채택되도록 협력한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등 양국 공통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후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 등 양국의 새로운 환경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팩트체크] 한국은행이 5만원권 발행 중단?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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