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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에는 기후조치적인 성격과 함께 다양한 통상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 CBAM이 최종 확정되고 2023년 출범

한 이후에는 동 제도의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EU는 CBAM

이 WTO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선적으로 CBAM의 WTO 협정상 법적 성격이 조세인지, 그리고 국

내 또는 국경조치인지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며,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즉 상

품무관련 생산가공공정(NPR PPMs)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

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

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UNFCCC·파리협정 체제의 원칙인 CBDR-RC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CBAM은 

GATT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CBAM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제도 개선 및 MRV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U 

내에서의 CBAM의 전개 동향과 EU와의 주요 교역국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의 수출상품 내재배출량 검증과 관련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EU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탄소국경조정, 탄소가격, 내재 배출량, 세계무역기구,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

자의 능력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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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Ⅰ. 논의의 배경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55% 감축’을 위한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탄소국경조

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

anism, 이하 CBAM)의 도입을 위한 입법안1

도 여기서 그 외 12개 입법안과 함께 발표되

었다. EU 집행위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EU 역내 생산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

가격과 그러한 탄소가격이 없는 제3국 사이

의 경쟁관계를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서 CBAM 도입을 준비해왔다. 입법안에 따

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

(~2025.12.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

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

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

터는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

담하게 될 예정이다. CBAM 입법안의 대상 

산업범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으나, 철강

(HS72)의 모든 하위산업과 철강제품 일부 

품목(73류 일부)까지 포함되면서 철강산업에 

집중되었다. EU 역내 절차에 따라 규제개시

영향평가(2020.3.4.), 공공협의(2020.7.22~ 

10.28)를 완료하였으며, 7월 14일 공식 발

1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14.7.2021, COM(2021) 564 final, 2021/0214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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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앞두고 6월 초에는 CBAM 입법안 초안

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기도 하였다. 

CBAM은 EU 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역외

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

이나 동시에 무역조치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다양한 통상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지금까

지 EU가 취한 환경조치가 통상분쟁화된 전례

가 다수 확인되는 만큼, 향후 CBAM을 두고도 

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

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EU는 CBAM이 WTO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견

지해 왔다.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

무, 제I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등이 논란

이 될 전망이며,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

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을 주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주요 내용2

1. 조치의 목적

CBAM의 목적은 (ⅰ) 기후변화 완화를 촉

진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며, 동시에 (ⅱ) 경

쟁적 측면 즉 역내외 기업 간 경쟁조건을 공

평하게 만드는(level the playing field) 데 

있다. 유럽그린딜 당시 EU 집행위는 “EU가 

기후목표를 상향 조정해 나감에 따라 국가마

다 [기후변화 감축] 목표수준이 상이한 현상

이 지속된다면, 탄소누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별된 일부 산업부문에서 탄소국경조

정 제도를 제안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3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입법 논의과정에

서 EU 집행위가 COVID-19 이후 유럽 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CBAM을 검

토한 바 있어4 조치의 정당성 및 WTO 협정과

의 합치성 확보 차원에서 논란이 있었다.

2. 조치의 유형

이번 EU 집행위 입법안 공개 이전까지 총 

네 개 유형의 CBAM 도입이 논의되었다. 규

제개시영향평가(2020.3.4.) 당시에는 (ⅰ) 수입

상품과 역내상품 모두에 내국세 형식으로 탄

소세 부과, (ⅱ) 수입상품에만 부과되는 탄소 

수입관세 신설, (ⅲ) 수입상품에 대한 EU 배

출권거래제(EU ETS)의 적용 등 세 개 유형이 

논의되었다.5 이후 공공협의(2020.7.22.~ 

10.28.)에서 (ⅳ) EU ETS와는 별개로, 수입

상품에만 적용되는 배출권을 수입업자가 배

출권 매입 의무 형식으로 부담하는 안이 추

가되었다.6 옵션 (ⅲ)을 응용한 형태로서, 배

출권 가격을 EU ETS 배출권 가격에 연동시

키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EU 집행위는 옵션 (ⅳ), 즉 EU 

2 이천기·박지현·박혜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1 No. 15, 2021.7.21., 5-13면을 추가 발전시켜 작성하였습니다.

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The European Green Deal, Brussels, 11.12.2019, COM(2019) 640 final, 
para. 2.1.1.

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The EU budget powering the 
recovery plan for Europe, Brussels, 27.5.2020, COM(2020) 442 final, p. 15.

5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f.Ares(2020) 
1350037 – 04/03/2020, p. 2, Section B.

6 “The obligation to purchase allowances from a specific pool outside the ETS dedicated to imports, which would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59

ETS에 상응하는 별개의 배출권을 수입상품에 

적용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

cate)’를 신설하는 안을 2021년 7월 14일 입

법안에서 제안하였다.

3. 물적 적용범위

첫째, 입법안은 부속서 I에서 철강, 알루

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를 적용대상으로 규

정하였다. 부속서 I에 포함된 품목들은 EU 

ETS하에서 탄소누출의 위험이 있다고 기존

에 발표되었던 63개 부문 및 하위부문에 비

하면 상당히 작은 비중에 해당되나, EU 집

행위는 적용상품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권한을 가진다. 탄소누출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적용범위를 다른 부문으로 넓히려는 의

도로 해석되며, 제도 출범 이후 종이, 유리, 

화학제품 등으로 CBAM의 적용 상품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7 

부속서 I에 규정된 CBAM 대상품목을 투입

재로 사용하여 생산된 하류상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8 예외적으로 

Regulation (EU) No 952/2013 제256조에 

mirror the ETS price,” European Commission, Summary Report - Public consult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Ref. Ares(2021)70541 - 05/01/2021, pp. 3-4.

7 이는 유럽의회 결의에서 유럽의회가 요청하였던 사항이기도 하다. European Parliament, “A WTO-compatibl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21 towards a WTO-compatibl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0/2043(INI)),” P9_TA(2021)0071.

8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Impact Assessment Report - Accompanying the 
document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14.7.2021, SWD(2021) 643 final, p. 25.

주: 각 막대그래프의 구성은 위에서부터 알루미늄, 철강, 비료, 전기, 시멘트 순임.

자료: 이천기·박지현·박혜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1 No. 15, 2021.7.21., 23면.

그림1 EU 시장에 대한 CBAM 대상품목의 주요 수출국(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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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역내가공절차(inward processing pro-

cedure)를 통해 생산된 가공품(processed 

goods)에는 CBAM의 신고의무 및 인증서 매

입·제출의무가 적용된다.9 생산과정에서 탄소

집약적인 원자재를 투입재로 많이 필요로 하

는 하류상품와 관련해서는 EU 역내기업이 ‘원

자재(CBAM 대상품목)’를 수입하지 않고 역외

국으로부터 해당 원자재를 가지고 제조된 ‘하

류상품’을 수입하려 할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기 대상품목에 대하여, CBAM은 생

산공정 동안 배출된 직접배출에만 적용되며 

상품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발생

한 배출 등 간접배출은 규율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CBAM의 적용범위를 보다 많은 상품·

서비스 및 간접배출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

부를 EU 집행위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10

4. 인적 적용범위

CBAM은 모든 비EU 국가(역외국)로부터

의 대상품목 수입에 적용된다. 단, EU ETS

에 참여하고 있거나 EU ETS에 연계된 배출

권거래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

용배제가 가능하다.11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과 

뷔징겐, 헬골란트 섬, 리비뇨, 캄피오네 디탈

리아, 세우타, 멜리야 등 5개 영역을 원산지

로 하는 상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는

다.12 또한 제3국 내지는 제3영역의 전기시

장이 EU 역내 전기시장과 전력시장 커플링

(market coupling)을 통해 통합되어 있는 

국가나 지역에도 CBAM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속서 II의 Section B에는 이러한 예

외를 적용받을 국가나 영역이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EU는 제3국의 탄소가격 제도를 CBAM의 

부과수준에 참작하기 위해13 제3국과 협정

을 체결할 수 있다.14 

5. CBAM 신고

누구나 법정 기준15 충족 시 CBAM 대상

품목의 수입 승인을 권한당국에 신청할 수 

있으나16, EU 회원국17이 지정한 권한당국

에 의해 승인된 수입업자, 즉 ‘승인된 신고인

(authorised declarant)’만이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EU로 수입할 수 있다.18 승인된 

신고인은 이전 연도의 배출량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신고를 권한당국에 해야 

한다.19 매입·제출 의무가 적용되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이

9 입법안 제2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참조.

10 입법안 제30조 제2항. See also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Questions and 
Answers”, 14 July 202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3661.

11 입법안 제2조 제3항.

12 입법안 부속서 II, Section A.

13 입법안 제9조 제4항.

14 입법안 제2조 제12항.

15 입법안 제4조 및 제5조.

16 입법안 제17조.

17 신고인이 설립되어 있는 국가여야 한다.

18 입법안 제25조.

19 입법안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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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서에는 (ⅰ) 상품 유형별 수입 총량, 

(ⅱ)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 총량, (ⅲ) 

신고인이 제출할 예정인,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의 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20 수입업자가 상품의 정확한 실제 

내재 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입법

안 부속서 III의 산정방식에 따라 설정된 ‘기

본값(default value)’이 적용된다.21 

권한당국은 각 CBAM 신고의 법정 제출 

요구 기한이 포함된 연도 이후 최대 4년 이

내에, CBAM 신고에 포함된 정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해당 신고

를 검토할 수 있다.22 CBAM 신고 의무 불

이행시 권한당국은 자신에게 이용가능한 자

료에 근거해서 해당 신고인의 CBAM 인증서 

부담 수준을 산정한다.23 신고는 이루어졌으

나 인증서 수량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한당국은 신고인의 부담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를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 

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 한 달 이

내에 추가적으로 CBAM 인증서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해야 한다.24 반대로 권한당국의 검

토 결과 신고인이 부담해야 했을 수준보다 

많은 인증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권한당국은 

즉시 해당 신고인에게 인증서 초과 제출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인증

서 가격은 해당 수입이 이루어진 연도의 인

증서 가격 평균치로 환급된다.25

6. 내재된 배출량의 산정

입법안은 내재된 배출량(embedded emi-

ssions)의 산정방식을 전기 외 상품과 전기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첫째, 전기 외 상품의 경

우, 내재 배출량은 부속서 III에 규정된 산정방

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제 배출량에 기초하

여 결정된다.26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 <글상

자 1>에서와 같이 (ⅰ) 단일재에 대해서는 수

입품의 단위당 귀속배출량으로, 복합재는 수

입최종재의 단위당 귀속배출량과 중간투입물 

각각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내재 배출량이 산

정된다. 귀속배출량은 해당 사업자의 조직경

계 내에서 발생한 직접배출 총량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배출량 자료

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러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값’을 적용하여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입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기 수입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실

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고려 없이, 부

속서 III에 따라 결정된 기본값을 기준으로 

수입 전기의 내재 배출량이 결정된다.

20 입법안 제6조 제2항.

21 입법안 제7조 제2항.

22 입법안 제19조 제1항.

23 입법안 제19조 제2항.

24 입법안 제19조 제3항.

25 입법안 제19조 제5항.

26 입법안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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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부속서 III

7. 공인 검증인에 의한 내재 배출량 검증 

의무

신고인은 공인 검증인이 입법안 부속서 V에 

규정된 검증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내재 

배출량을 검증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

다.27 검증인의 공인과 관련하여, Implemen-

ting Regulation (EU) No 2018/206728에 

따라 EU ETS하에서 공인된 자는 CBAM하에

서 공인된 검증인으로 간주된다.29 또한 

Regulation No 765/200830에 따라 각 EU 

회원국의 국내인정기구(NAB: national accre-

ditation body)가 인정한 검증인이 CBAM의 

목적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31 EU 집행

위는 공인 검증인의 인정 조건, 인정의 철회, 

상호인정 등에 관한 상세사항에 관해 위임입

27 입법안 제8조 제1항.

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2067 of 19 December 2018 on the verification of data and on 
the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334, December 31, 2018, p. 94.

29 입법안 제18조 제1항.

30 Regulation (EC) No 765/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July 2008 setting out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9/93, OJ L 218, August 13, 2008, p. 30.

31 입법안 제18조 제2항 및 제3조 제26항.

○ 단일재(simple goods)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상품 g의 단위당 귀속배출량으로 산정

- 상품 g의 귀속배출량은 직접배출만을 고려하여 산정 

 : 상품 g의 고유 탄소배출량

 : 상품 g의 귀속배출량 [사업장의 조직경계(System Boundary) 내에서의 배출량]

 : 보고기간 동안 상품 g의 생산량

: 조직경계 내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 복합재(complex good)는 최종재 g의 단위당 귀속배출량 및 최종재 g의 생산에 투입된 모든 중간재들의 
내재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

- 투입물의 총 배출량은 수입상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재화 i의 물량과 고유 탄소배출량을 곱하여 계산하고, 
투입물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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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천기·박지현·박혜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1 No. 15, 2021.7.21.,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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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32

8.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

1) 인증서의 제출, 재구매 및 소각

신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대상품목의 내

재 배출총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

를 매년 구매·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증

서는 각 EU 회원국의 권한당국이 판매하

며,33 권한당국은 인증서 생성 시 각 인증서

에 고유의 단위 식별 코드를 할당하고, 인증

서를 구매하는 신고인의 국가 등록부 계정에 

인증서의 단위 식별 코드, 판매가격, 판매일

을 등록한다.34 인증서 가격은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35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 경매 플랫폼에서의 매주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치에 기초하여 EU 집

행위가 결정한다.36 위 평균가격은 다음 역

주 첫 근무일에 EU 집행위가 자신의 웹사이

트에 게시하며, 그 다음 근무일로부터 그 다음 

역주 첫 번째 근무일까지 이루어지는 CBAM 

인증서 판매에 적용된다.37

신고인은 인증서 연례 제출 완료 이후 자

신의 국가등록부 계정에 남아 있는 초과분의 

인증서를 재구매해 줄 것을 권한당국에 요청

할 수 있다. 이전연도에 신고인이 구매하였

던 인증서 총량의 3분의 1까지 권한당국의 

재구매가 가능하며, 수입업자가 구매 시 지

불하였던 가격이 적용된다.38 전전연도에 매

입되고 그 다음 연도 재구매 이후에도 신고

인의 국가 등록부에 남아 있는 인증서는 권

한당국이 매년 6월 30일까지 모두 소각한

다.39 

2) CBAM 의무수준의 조정

첫째, 각 신고인이 부담해야 할 CBAM 인

증서 제출 의무의 수준(인증서의 수)는 “원산

지국에서 기지불된 탄소가격(carbon price 

paid in the country of origin)”만큼 차감

하여 산정된다.40 이를 위해 신고인은 탄소

가격이 원산지국에서 지불되었으며, 수출 시 

환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

야 한다. EU는 제3국의 탄소가격 제도를 참

작하기 위해 해당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

다.41 입법안은 “원산지국에서 기지불된 탄

소가격”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만을 규

정하고 있으므로,42 탄소가격제 외에 발전차

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32 입법안 제18조 제3항.

33 입법안 제20조 제1항.

34 입법안 제20조 제2항.

35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J L 302, November 
18, 2010, p. 1.

36 입법안 제21조 제1항.

37 입법안 제21조 제2항.

38 입법안 제23조 제1항.

39 입법안 제24조.

40 입법안 제9조.

41 입법안 제2조 제12항.

42 입법안 제3조 제23항: “‘carbon price’ means the monetary amount paid in a third country in the form of a tax 
or emission allowances under a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calculated on greenhous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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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RPS), 직접 배출규제 등은 CBAM 의무 

수준 조정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논란

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최근 

2021년 11월 22일자 유럽의회의 CBAM 검

토의견 초안43에서는 탄소가격제 이외의 탄

소저감 정책도 CBAM 의무수준 조정에 고려

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된 바 있다.

둘째, CBAM 의무수준에는 EU ETS 무상

할당도 고려된다. CBAM 과도기간(2023~ 

25년) 이후 2026년을 시작으로 CBAM이 적

용되는 산업부문에서 EU ETS 무상할당은 

10년에 걸쳐 매년 10%p씩 점진적으로 축소

하여 2035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며, 동 

10년의 기간 동안 매년 CBAM 의무수준에

서도 EU ETS 무상할당량만큼이 차감되어야 

한다.44 기존에 EU 집행위는 탄소누출을 상

쇄시키기 위한 EU ETS하에서의 현행 무상

할당, 국가보조 등을 CBAM으로 대신할 것

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으나, 무상할당을 

공여받던 EU 역내 산업부문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어 입법안에서와 같이 절충안을 모

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정 조항은 CBAM이 보호무역주

의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EU ETS 무상할당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서 CBAM을 추가 적용할 경우 대상물품의 

수출국과 EU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규제로 체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권한당국

CBAM을 집행하는 중앙화된 권한당국은 

없으며, 각 EU 회원국이 CBAM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할 권한당국을 지정한다.45 모든 

EU 회원국의 권한당국을 명시한 목록이 EU 

관보에 발표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의 권한

당국은 신고인의 정보, 운영자, 제3국 시설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등록부를 설

치하고, 해당 정보는 EU 집행위가 설치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집결된다. EU 집행위

의 DB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다.46

EU 집행위는 각 EU 회원국의 권한당국을 

조력하고 그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

며, CBAM 인증서를 독자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기능

하게 된다. 또한 국내등록부에 기록된 거래

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통제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7

10. 집행

신고인이 매년 5월 31일까지 수입상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

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EU ETS 지침(2003/87/EC)48에 규정된 과

태료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다.49 과태료를 지불하더라도 승인된 신고인

covered by such a measure and released during the production of goods;” [밑줄첨가]

43 European Parliament, DRAFT OPINION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for the Committee on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0564 – C9-0328/2021 – 
2021/0214(COD)), p. 17, Amendment 21.

44 입법안 제31조 제1항.

45 입법안 제11조 제1항.

46 입법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47 입법안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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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제출된 CBAM 인증서 제출 의무를 면

제받는 것은 아니다.50 EU 회원국은 자국법

에 따라 추가 행정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

다.51

11. 우회방지

EU 집행위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품목의 우회(circumvention) 수

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개월 

이상 CBAM 대상품목의 EU 수입물량이 유

의미하게 감소하고 동시에 ‘미세하게 변성된 

상품(slightly modified products)’의 수입

물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우, EU 집행

위는 위임입법을 통해 해당 미세 변성 상품

을 CBAM의 적용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52 

12. 발효 및 과도기간

CBAM은 크게 두 단계에 거쳐 이행될 예

정이다. 제도 자체는 2023년 1월 1일에 발

효할 예정이나,53 3년의 과도기간(’23~‘25년)

을 예정하고 있다.54 과도기간 동안 승인된 

신고인(EU 수입업자)는 직접적인 금전적 의

무 즉 CBAM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담

하지 않으며, 자신이 수입하는 상품의 내재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마다 보고할 의

무만을 부담한다.55 CBAM이 금전적 의무를 

포함하여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2026년 1월 1일부터이다. 

한편 과도기간 종료 이전에, EU 집행위는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다른 부문으로 CBAM

을 확대할 가능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56

13. 추후 절차

EU 집행위의 CBAM 입법안은 유럽연합

법상 일반입법절차(OLP)의 적용대상으로서, 

2021년 7월 14일 발표 이후 현재 유럽의회

와 EU 이사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유럽연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검토를 거쳐 양 기관 모두에서 채택되어야 

하므로, 향후 입법절차 중에 CBAM 입법안 

내용에 적지 않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유럽의회는 2021년 11월 22일자 

CBAM 검토의견 초안57에서 EU 집행위 입

48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Art. 16(3).

49 입법안 제26조 제1항.

50 입법안 제26조 제3항.

51 입법안 제26조 제5항.

52 입법안 제27조.

53 입법안 제36조 제2항.

54 입법안 제36조 제3항.

55 입법안 제32조. 한편 입법안상 보고의무의 대상으로는 전기 외 상품의 내재된 ‘간접’ 배출 총량도 포함되어 있음. 입법안 제35조 
제2항 제(c)호.

56 입법안 제30조 제2항.

57 European Parliament, DRAFT OPINION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for the Committee on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0564 – C9-0328/2021 – 
2021/0214(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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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해 총 68건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집행위 입법안에 대한 수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일

반입법절차는 보통 1년 이상 걸리며 평균적

으로 18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2023년 1/4

분기까지 새로운 규칙이 출범하는 데 기술·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인

다. 최종 법안은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의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위 입법절차와는 별도로, EU 집행위 

차원에서 CBAM의 시행을 위한 이행법률과 

위임법률을 마련해주는 작업이 진행 중일 것

으로 예상된다. 2021년 7월 14일 발표된 입

법안은 제도적 틀을 마련해 놓은 것에 불과

하며, CBAM의 실무 차원의 운영에 필수불

가결한 요소의 많은 부분을 여전히 공란으로 

남겨 둔 상태이다. CBAM의 실제 이행을 위

해서는 입법안에서 EU 집행위에게 이행법률

과 위임입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부분, 예를 들어 (ⅰ) 부속서 

III에 규정된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 특히 대

상품목별 벤치마크 계수 및 기본값, 조직경

계(system boundaries)의 범위, (ⅱ) CBAM 

인증서 가격 평균치 산정 방식, (ⅲ) 배출량 

검증규칙, (ⅳ) 검증인의 공인(인정)에 관한 

규칙, (ⅴ) 우회방지 목적으로 허용될 CBAM

의 확대 범위 및 기준, (ⅵ) EU 집행위 입법

안 부속서 II에 해당되는 국가와 영역의 목

록, (ⅶ) 원산지국에서 기지불된 탄소가격 및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에 상응하는 CBAM 

의무수준 조정의 방식 및 시점 등에 관한 세

부 이행 규칙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 통상법적 검토

1. CBAM의 법적 성격

WTO 협정 중 특히 GATT에서는, 문제된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 조

항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우선 CBAM의 

WTO 협정상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표 1>과 같이, 조치의 재정적 성격 

유무 및 국내·국내 조치 여부에 따라 (ⅰ) 관

세, (ⅱ) 수량제한조치, (ⅲ) 내국세, (ⅳ) 국

내규제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 (ⅰ)과 (ⅱ)

는 절대적 의무에 해당되므로, 수입상품과 

‘비교하여’ 차별을 야기하지 말라는 상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ⅲ)과 (ⅳ)에 비해 의

무 위반시 정당화가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해

석된다. 

재정적 조치 비재정적·규제적 조치

국경조치
(ⅰ) 관세 

(GATT 제II조 제1항)

(ⅱ) 쿼터, 수입허가 등 수량제한조치

(GATT 제XI조 제1항)

국내조치
(ⅲ) 내국세·내국과징금

(GATT 제II조 제2항)

(ⅳ) 국내규제

(GATT 제III조 제4항)

주: GATT 제I조 제1항 최혜국대우의무는 법적 성격에 따른 조치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됨.
자료: 이천기,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GATT Ad Article III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 2017, 156면.

표1 WTO 협정상 법적 성격에 따른 회원국 ’조치‘의 유형 분류와 대표 적용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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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또는 비재정 조치 

우선 CBAM의 법적 성격을 재정적 성격의 

아니면 비재정적 성격의 조치로 보는지에 따

라 동 조치에 적용가능한 법적 근거가 상이해

진다. CBAM의 법적 성격을 재정조치로 볼 

경우 <표 1>의 (ⅰ) 또는 (ⅲ)에 해당된다. 즉 

재정조치이자 수입상품에만 적용되는 국경조

치로서 GATT 제XI조 제1항 대신 GATT 제II

조 제1항을 적용받거나, 또는 재정조치이자 

역내상품과 수입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국내

조치로서 GATT 제III조 제4항 대신 GATT 

제III조 제2항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U는 EU ETS의 경우 조세 제도가 아니라

는 입장이다. 과거 국제항공 부문을 EU ETS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Directive 2008/10158의 

국제법적 합치성 여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선

결적 판결을 위해 회부되었던 2011년 ATAA 

v.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동 사건에

서 Kokott 법률고문관은 “과징금은 사용된 공

공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서 부과되는 것이다. 

과징금의 양은 공공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며 사전에 결정된다. [...] 특히 조세의 

경우 공공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며 

세율 및 과세기준과 같이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 반면, “EU ETS와 같

은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반조치(a market- 

based measure)이다. 현재 [...] EU ETS에서

는 [...] 무상할당 경매로 판매되는 배출권의 

가격도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다. 또한 권한당

국이 배출권을 할당한 배출권이 향후 탄소시

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도, 배출권 가격은 사

전에 결정한 수치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

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배출권 구매가격을 과징금이나 조세

로 묘사하는 것은 “이례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59 이후 재판부도 Kokott 법률고문관

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60 

이러한 배경에서, EU 집행위는 CBAM이 

EU ETS를 그대로 반영(mirror)하는 것이므

로 CBAM 또한 추가 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U 입장에서는 CBAM 인증서가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될 경

우 동 조치에 적용되는 국제통상법적 근거가 

달라질 뿐 아니라, 양허세율 및 대외적 당위성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CBAM 인

증서의 법적 성격이 조세 중에서도 <표 1>의 

(ⅰ)번, 관세로 규명될 경우 CBAM를 방어하

기가 EU 입장에서 불리할 것이다. 다수의 국

가들이 추가 관세를 보호무역주의와 직접적

으로 연관짓는 경향이 있으며, 앞서 <그림 1>

에서 확인하였듯이 CBAM의 적용대상 중에

58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2008] OJ L8/3.

59 OPINION OF ADVOCATE GENERAL KOKOTT delivered on 6 October 2011 in C-366/10,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and Others, paras. 215-216. 

60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of 21 December 2011 in C-366/10,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and Others, paras. 147: “It is therefore clear that, in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87 
to aviation, Directive 2008/101 does not in any way infringe the obligation, applicable to the fuel load, to grant 
exemption, as laid down in Article 11(1) and (2)(c) of the Open Skies Agreement, given that the allowance trading 
scheme, by reason of its particular features, constitutes a market-based measure and not a duty, tax, fee or 
charge on the fuel load.” [밑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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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

는 품목은 철강 및 철강제품(HS 72류 및 73

류 일부)이다.61 해당 품목에 대한 EU의 

MFN 양허관세율이 현재 대부분 0%(무관세)

이므로, EU의 교역상대국 입장에서는 CBAM

이 실질적으로 철강에 대한 관세 재도입으로 

체감될 여지가 있다. 

또한 ECJ의 사법 판단과는 반대로, 미 상

무부는 최근 EU ETS 배출권이 조세에 해당

된다는 판정62을 내린 바 있어 CBAM의 법

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도 논란이 예상된

다. 2020년 12월 11일에 미 상무부는 EU 

ETS 하에서 무상할당을 집중적으로 공여받

은63 일부 시설에서 생산되어 미국에 수출된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 

긍정 판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무상할당이 

WTO 보조금협정 제1.1조 제(a)항 제(1)호 

(ii)목의 의미에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64에 해

당한다고 보았다.

EU의 입장에 따라 EU ETS를 조세가 아닌 

시장기반조치라 보더라도, CBAM에는 EU 

ETS와 ‘동일한 조치’로 인정해 주기 어려운 부

분이 있다. 앞서 본고의 제Ⅱ절에서 살펴보았

던 것처럼, CBAM 인증서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 예정되지 않으며, CBAM 인증서 

거래 및 EU ETS 배출권과의 거래가 CBAM 

하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즉 배출권 거래가 인

정되는 EU ETS와는 달리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며, CBAM 

인증서의 가격 또한 이전 주의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 매주 첫 근무일

에 EU 집행위가 공고하는 형식이므로 사전에 

결정된(pre-determined) 요율이라 볼 여지

가 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EU ETS 하에서는 대부분 거래당사자에게 귀

속되는 반면, CBAM 인증서 판매 수익이 EU 

자체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조세의 정

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경 또는 국내 조치 

국경 조치인지 국내 조치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의 근거규범이 또한 상이해진다. CBAM

이 GATT Ad Article III의 적용범위에 포

섭된다면 GATT 제III조에 따른 국내조치, 

그렇지 않을 경우 제II조나 제XI조에 따른 

국경조치가 된다.

첫째, Ad Article III의 적용범위에 해당

되기 위해서는 ‘수입상품 및 동종상품 모두

에 적용’된 조치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상품

에 적용되는 조치와 수입상품에 적용되는 조

치의 형식과 내용이 Ad Article III를 적용

받기 위해 반드시 ‘완전히 동일(identical)’

61 참고로 2019년 대EU 철강·철강제품 수출액은 중국(5,005,107,000 달러), 러시아(4,716,548,000), 영국(4,059,987,000), 터
키(3,608,202,000), 인도(3,626,555,000), 한국(3,018,451,000) 순이다. 이천기·박지현·박혜리,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21 No. 15, 2021.7.21., 23면.

62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428-848;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Forged Steel Fluid 
End Blocks from Italy,” C-475-841.

63 EU ETS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배출집약도 최상위 시설 기준 44.2% 수준으로 보통 무상할당이 이루어지는 반면, 탄소누출 목록에 
포함되는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이 공여되는 조치이다.

64 WTO보조금협정 제1.1조 제(a)항 제(1)호 (ii)목상 관련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 [밑줄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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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는 없다.65 EU 역내외 상품에 각각 

별개의 제도(EU ETS와 CBAM)를 적용한다

는 점은 판정례에 비추어 볼 때 Ad Article 

III의 목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U ETS 자체가 수입상품에 반드시 직접 적

용될 필요는 없으며 EU ETS를 직접 적용받

는 경우에 부담하는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경

제적 부담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입상

품에 별개의 제도(CBAM)을 적용하는 것은 

Ad Article III 하에서 가능하다. 

둘째, 과거 US - Tuna I, US - Tuna II 

패널 판정66에서 확인하였듯이, Ad Article 

III는 상품 무관련 생산가공공정(NPR PPMs: 

Non-Product-Related Process or Pro-

duction Methods)을 동 규정의 적용범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종수

입상품에 물리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요소를 

이유로 하여(예: 상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

출, 전기 사용 등)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조치에

는 GATT Ad Article III가 적용되지 않으므

로, <표 1>의 (ⅲ)번 또는 (ⅳ)번이 아니라 (ⅰ)

번 또는 (ⅱ)번에 해당된다. 다만, Canada - 

Periodicals 사건 등 판정례에 비추어 볼 

때,67 위 <그림 2>와 같이 회원국이 배출권거

래제에서 배출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 

‘상품에의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68에

65 See, e.g., Panel Report, EC – Asbestos, paras. 8.93, 8.94.

66 이들 사건에서 GATT 패널은 “참치포획방식에 대한 규제는 참치상품 그 자체에 적용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는데, 참치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상품으로서의 참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 제III조 제4항과 Ad Article III가 아니라 
제XI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속하여 제XI조 제1항 위반”이라 보았다. See GATT Panel Report, US - Tuna I, paras. 5.11, 
5.13; GATT Panel Report, US - Tuna II, para. 5.8.

67 Panel Report, Canada – Periodicals, paras. 5.15, 5.20-5.30;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Periodicals, pp. 
17-19.

68 GATT Ad Article III의 “applies to ... product” 부분을 근거로 하는 해석이다.

그림2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부과된 조치의 구분

(상품에의 관련성 유무에 근거한 세부 구분)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

(예: 탄소배출)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조치

(배출권 제출의무 등)

① 최종상품에 관련성이 없는, 협의의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부과된 조치

*예: 상품에 어떠한 관련성이 없이 

산업ㆍ업체ㆍ사업장 별로 배출제한이 부과되고 

배출권이 할당되는 경우. 즉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배출책임이 할당되는 경우.

②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부과된 조치이나, 

그러한 조치의 부과방법 등을 통해 최종상품에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예: 상품 한 단위별로 배출책임이 할당되는 경우.

자료: 이천기,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GATT Ad Article III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 2017, 168면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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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NPR PPMs 조치에도 예외적으로 Ad 

Article III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BAM은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즉 NPR 

PPMs을 이유로 적용되는 조치이기는 하나, 

앞서 <글상자 1>에서 확인하였듯이 내재 배

출량을 대상품목의 ‘단위당 귀속배출량’으로 

산정하여 수입업자가 1tCO2-eq.당 1개의 

CBAM 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CBAM 적용 대상품목의 배출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69 CBAM이 최종‘상품에 

관련성을 가지는’ 조치로서, 국경조치(GATT 

제II조 또는 제XI조)가 아닌 국내조치(제III

조)임을 주장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이라 보인다.

그러나 위 CBAM 입법안 부속서 III의 내

용만을 두고 Ad Article III가 CBAM에 적

용될 수 있다고 EU가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

가 있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입법안 

수정안 및 이를 기초로 향후 EU 집행위가 

마련할 이행법률과 위임입법의 구체적인 내

용에 따라 Ad Article III의 적용 가부가 상

이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입법안 부속서 III

에 따른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EU 집행위가 향후 CBAM의 이행법률에서 

입법안 부속서 I에 따른 CBAM 적용 대상품

목별 계수 및 기본값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하다. EU ETS 상품 벤치마크는 일부 상

품(특히 철강)에 대해 품목별이 아니라 기술

별로 벤치마크를 두고 있다. EU ETS에서 

‘기술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 

탄소가격 수준을 CBAM 부속서 I 하에서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CBAM 적용대상

품목에 과연 형평하게 할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확인하였듯, 외견상 동일한 

조치가 적용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국내상

품에 부과된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효과가 

수입상품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발표된 집행위 입법안에만 비추

어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EU 

ETS와 CBAM 사이에 완연한 제도적 차이가 

확인된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검토, EU 

집행위의 이행법률·위임이법을 통해 EU ETS

와 CBAM의 실체적 규율 내용에 차이가 커질

수록, Ad Article III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

아지고 EU의 의도와는 달리 CBAM이 국경조

치로 규명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2.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가능성

EU 집행위 입법안은 수입상품에 대해 ‘동

종의 EU 역내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

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데 특히 중점

을 둔 것으로 보인다. 역내상품과 역외상품

에 법적으로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각각 EU 

ETS 및 CBAM)가 적용되나, EU 역내산업이 

부담하는 탄소가격(EU ETS 배출권 가격)과 

동일한 탄소가격(CBAM 인증서 가격)만을 

EU 수입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역내외 상품

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하므로 비차별

대우의무 위반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탄소가격 이외의 측면에서는, 인증

서 제출 시기, 검증 시기, 인증서 가격 등에

서 EU ETS와 CBAM 사이에 주목할만한 제

도적 차이가 발견된다. 또한 상품 생산과정

에서의 탄소배출 즉 NPR PPMs에 기초한 

69 입법안 부속서 III.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71

조치라는 점에서도 CBAM은 동종상품에 대

한 차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70 예를 들어 다음에서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1) CBAM 인증서의 거래가능성 및 유효기한

EU ETS 대상업체의 경우 역내적으로 배

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

한 EU ETS 배출권을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

과 시점에 사전 매입이 가능하며 매입한 배

출권은 EU ETS 제4기 동안 즉 2030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CBAM 인증

서는 초과분에 대한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

며, 소각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즉 이전연도

에 신고인이 구매하였던 인증서 총량의 3분

의 1까지 권한당국의 재구매가 가능하며 수

입업자가 구매 시 지불하였던 가격이 적용되

고71 전전연도에 매입되고 그 다음 연도 재

구매 이후에도 신고인의 국가 등록부에 남아 

있는 CBAM 인증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모두 소각된다.72 

2) 인증서의 분기별 예치 의무

신고인은 제출해야 하는 수량의 CBAM 

인증서를 국가등록부의 자신의 계정 내에 유

지하고, 각 분기 말까지 내재 배출량(기본값

에 기초하여 산정)의 최소 80%를 각 분기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특히 EU 내 에너지 

효율 하위 10% 시설을 벤치마크로 하는 기

본값 대비 80%를 분기별로 국가등록부에 예

치시킬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좋은 수출기업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수입하

는 EU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래 부

담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보다 상당히 

많은 인증서를 예치시키야 할 상황이다. 이

는 수입기업의 유동성 제약으로 이어질 것이

며, 대상품목을 수입 대신 역내적으로 확보

하려 할 유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처럼 기본값에 기초하는 예치 요건은 EU 

ETS하에서는 대상업체들에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GATT 제III조의 의미에서 

차별적이다.

3)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

CBAM 입법안의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이 우려

된다. 첫째, 내재 배출량으로서 대상품목의 실

제 배출량을 제출하는 경우, EU의 주장대로 

EU ETS 배출권 가격과 CBAM 인증서 가격은 

서로 연동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대상품

목이 결과적으로 최종 부담하는 탄소가격은 

[가격 × 내재 배출량]이므로, EU 역내외 상품 

사이에 상이해질 가능성이 크다. CBAM은 

NPR PPMs에 기초하는 조치이기에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70 GATT/WTO 판정례에 비추어 볼 때 제III조상 ‘동종상품(like products)’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NPR PPMs은 
인정될 수 없다. 패널 및 상소기구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인식, 관세분류만에 근거해서 동종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GATT 1947 체제 말(90년대 초)에 NPR PPMs을 동종성 판단에 고려한 일부 GATT 패널보고서가 있었으나, WTO 출범 
후에는 상소기구가 해당 GATT 패널보고서를 명시적으로 비판하며 그러한 접근법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다만, 하류 부문에 놓인 
최종상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GATT/WTO의 ‘동종성(likeness)’의 판단기준이 CBAM의 적용대상인 상류부문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 어느 수준까지 유의미하게 적용가능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71 입법안 제23조 제1항.

72 입법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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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장에서는, 동일 수준의 CBAM을 적

용받는 품목의 구획(bracket)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CBAM의 세부 이행규칙 설계시 내

국민대우의무와의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내재 배출량 

관련 기본값 설정에 있어서는 세부 상품별로 

상이한 수준의 CBAM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조치(동일 기본값)의 적용을 받는 ‘하

나의 수입상품(군)’ 범주를 기술적으로 가능

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종상품 즉 직·간접적으로 시

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상품들이 동일

한 하나의 조치(상품 한 단위당 동일 수준의 

탄소가격 부담)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이므

로, 상호 경쟁관계가 ‘없는’ 상품들까지를 모

두 포괄할 정도로 하나의 범주를 넓게 설정

할 필요는 없다. 이는 내국민대우의무는 문

제된 국내상품‘군’ 전체와 수입상품‘군’ 전체 

사이의 총괄적인 비교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하며, 문제된 상품군 내 일부 세부상품

(sub-group) 사이에서의 비차별의무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일부 판정례에 

기초하는 접근법이다. ‘EU ETS하에서 해당 

국내상품군에 부과되는 탄소부담 평균치’와 

‘CBAM 하에서 수입상품군에 부과되는 탄소

부담 평균치’가 비교대상이 될 것이므로, 비

교범주 내에서 상계(offset)를 통해 내국민대

우의무 위반을 피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 위 접근법에는 한계도 분명하다. 비교대

상 상품군 사이의 전체적인 비교 뿐 아니라 해

당 상품군 내 세부상품 간의 차별까지를 모두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으로 본 판정례 또한 확

인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집행위 입법안 부속

서 Ⅲ은 CBAM 대상품목 수입업자들이 자신

이 수입한 상품에 포함된 ‘실제’ 내재 배출량을 

신고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본값이 아

니라 실제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매

입·제출할 경우에는 상기 접근법도 내국민대

우의무 합치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둘째, CBAM 입법안은 수입 CBAM 대상품

목의 실제 배출량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

이 대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차별적 요소가 발견된다. 입법안은 기본값이 

우선 (ⅰ) 각 수출국의 배출집약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ⅱ) 해당 국가 차원의 배출

집약도 평균치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EU 내 

성능 최하위 10% 시설의 배출집약도 평균치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ⅱ)번은 실질적으로 “Worst 

Available Technology”에 해당되며, 이로 인

해 CBAM 대상품목의 수입업자가 EU ETS에는 

없는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을 차

별적으로 적용받을 우려가 있다. 

3. GATT 제I조 최혜국대우의우 위반 

가능성

CBAM이 GATT 제Ⅰ조 제1항의 최혜국

대우의무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NPR PPMs에 기

초한 조치이므로, 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과

정에서 특정 원산지국(탄소다배출국)으로부

터 수입되는 수입상품에 다른 원산지국(탄소

저배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의 수입상

품에 비해 ‘필연적으로’ 불리한 대우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GATT 제Ⅰ조 제1항에서도 

GATT 제Ⅲ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종’ 상

품 사이에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NPR PPMs은 동종상품임을 판단하

는 데 참작될 수 없다는 것이 GATT/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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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의 일관된 입장임을 앞서 확인하였다. 

제3국에서 기지불된 탄소가격을 조정해주

는 메커니즘73도 GATT 제Ⅰ조의 의미에서는 

차별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A국과 B국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출되는 ‘동종’ 상품임에도,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제 등을 통해 기후변

화 완화 노력을 보이고 있는 A국에 대해서만 

위 원산지국 탄소가격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CBAM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

다. GATT 제Ⅰ조 제1항은 EU가 원산지국을 

불문하고 동종상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비차별대우를 부여할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조정 메커니즘 설계시 EU 집행위는 GATT 제

I조 제1항 합치성보다는 GATT 제XX조 두문

(Chapeau) 요건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해

석된다.

4. GATT 제XX조 일반예외를 통한 

정당화 가능성

CBAM의 GATT 제I조 또는 제III조 위반

을 GATT 제XX조 제(b)항74 또는 제(g)항75

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EU 입

장에서 중요할 것이다. 입증책임 및 내용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EU는 제(b)항보다는 

제(g)항에 주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76 

제XX조 제(g)항의 ‘고갈가능한 천연자원’ 

개념에는 청정대기가 포함된다는 기존 WTO 

판정례77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안정된 기

후’도 동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EU는 CBAM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환경 보

호를 주된 목적을 위한 조치임을 증명할 수 있

어야 한다. 즉 “문제된 조치[CBAM]와 천연자

원 보존이라는 정당한 정책 사이의 관계”78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5월 27일 발표

된 ‘유럽부흥계획(Recovery Plan for Europe)’

에서 EU 집행위는 CBAM이 EU 예산에 귀속

되는 새로운 재원으로서 COVID- 19 이후 유

럽 지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연간 50~140억 

유로 상당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고 전망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79 2021년 7월 

14일 발표된 입법안에서도 CBAM을 통해 발

생한 수익 대부분이 EU 자체 예산으로 귀속되

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어려

움을 해결하고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대

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제너레이션

EU(NextGenerationEU)” 프로그램의 운용

73 입법안 제9조.

74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75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 보전에 관련된 조치.

76 예를 들어, 제(b)항에서는 필요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EU가 추구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CBAM보다 덜 무역제한적이
며, EU에게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 정책수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입증이 요구된다. See, e.g., 
Appellate Body Report, EC – Asbestos, paras. 170-172. 반면 제(g)항에서는 관련성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CBAM
이 EU가 추구하는 정책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보이면 된다. See, e.g.,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p. 18.

77 Panel Report, US – Gasoline, paras. 6.36-6.37;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p. 19.

78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para. 135.

79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The EU budget powering the recovery plan for Europe”, 27.5.2020, COM(2020) 
442 final,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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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활용할 것

임을 재확인하였다.80 

GATT 제XX조 제(g)항을 통한 정당화를 위

해 EU는 (ⅰ) 해당 조치와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substantial relationship)이 

있는지,81 (ⅱ) 문제된 조치와 추구하는 목적이 

합리적인 수단과 목적 관계에 있는지,82 (ⅲ)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밀접하고 

진정한” 것인지,83 (ⅳ) 해당 조치가 고갈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84

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14일 입법

안에서는 이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검토 

단계에서는 CBAM 수익의 활용용도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CBAM 법안상에 명시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EU ETS 지침의 

경우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익의 50% 이상을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목적에 사용할 것이 명시되

어 있다.85 

마지막으로, GATT 제XX조 두문(Chapeau)

의 ’자의적인 차별(arbitrary discrimina-

tion)‘ 테스트가 GATT 제XX조를 통해 CBAM

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까지의 GATT/WTO 판정례에 비추어 볼 경우 

(ⅰ) 문제된 조치가 국제무역에 야기하는 제한

적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수입회원

국이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기 위해 진지하고 

신의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 여부, (ⅱ) 수입회

원국이 모든 수입회원국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사한 또는 대등한 기회를 비차별적으

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ⅲ) 조치의 적용이 다른 

회원국들에서의 지배적인 상황과 조건을 참작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한지 여부, 

(ⅳ) 다른 회원국이 수입국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정도, 

(ⅴ) 투명성·청문권·청구권 등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 (ⅵ) 조치의 적용이 야기한 차별이 제XX

조 각 항에 열거된 정책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원인 또는 근거(a legitimate cause or ra-

tionale)”를 가지고 있는지, (ⅶ) 조치의 적용이 

야기한 차별이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

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

80 원문은 다음과 같다. “Most revenues generated by CBAM will go to the EU budget. In the special European Council 
of 17-21 July 2020, EU leaders agreed on the recovery instrument NextGenerationEU. The instrument will 
provide the EU with necessary mean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rein, 
support investment in the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 In order to finance it, the Commission will be able to 
borrow up to EUR 750 billion on financial markets. In that context,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agreed that ‘the Institutions will work towards introducing sufficient new own resources with 
a view to covering an amount corresponding to the expected expenditure related to the repayment’ of 
NextGenerationEU. The Commission committed to put forward proposals on new own resources, which would 
include the CBAM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밑줄추가]”. See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XPLANATORY MEMORANDUM, 14 July 2021, pp. 10-11. Cheon-Kee Lee, “EU CBAM: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KIEP Opinion, No. 222, September 29, 2021, 6면에서 재인용.

81 Appellate Body Report, US – Gasoline, p. 19.

82 Appellate Body Report, US – Shrimp, paras. 141-142.

83 Ibid.

84 GATT Panel Report, Canada—Herring and Salmon, para. 4.6. 단, (ⅳ)번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테스트는 제XX조 (g)항에
서 실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아니며 동 항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확정적인 기준은 될 수 없음.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pp. 18, 19.

85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EU 회원국들은 EU ETS 배출권 경매 관련 수익이 최대 77%(평균치)
를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용도로 사용하였다.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23 July 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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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XX조 두문에서 특히 중요하다. 

CBAM의 최종 입법과정까지 이해관계국들

(우리나라 등 對EU 수출국들)과 CBAM과 관

련하여 충분한 사전 소통 및 조율이 있을 경우, 

GATT 제20조 두문의 “자의적인 차별” 요건

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

다. 다만, 제도의 경직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위 입법안은 EU의 자체적인 탄소배

출 수준 및 파리협정하에서 EU의 탄소배출 저

감약속 수준에 연계된 탄소가격을 다른 국가

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CBAM이 UNFCCC와 파리협정의 ‘공통적이

지만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CBDR-RC: Common but Differenti-

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원칙과 자체적 차별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CBDR-RC 원칙은 

제XX조 두문을 해석하는 데 해석적 요소로서 

참작될 될 수 있을 것이다. EU는 CBAM의 본

격 출범에 충분한 과도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EU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 최빈

개도국의 경우 CBAM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는다(barely affected)”고 주장한다.86 그러

나 GATT 제XX조 두문이 자의적이거나 정당

화될 수 없는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은 

최빈개도국 뿐이 아닌 모든 WTO 회원국이다. 

대다수 EU 교역상대국의 국내 탄소가격이 각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 특성에 맞추어 

설정되는 것을 CBAM이 저해할 우려가 있으

며, EU 수준만큼의 탄소가격을 일방적으로 유

도하는 일방 조치를 구성한다고 해석될 여지

가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첫째, CBAM에 대한 확정적인 입장을 취하

기에 앞서, EU의 다른 교역상대국들이 어떠

한 공식 입장과 대응논리를 개진하는지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1년 7

월 14일 입법안 공식 발표 이후 UNFCCC·파

리협정 당사국총회, WTO 등 다자 채널에서 

CBAM 입법안하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등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입장

과 이에 대한 EU의 대응논리, 특히 WTO 합

치성에 관한 EU 측 방어논리를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입법안에서 상대적

으로 영향을 적게 받은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도 향후 EU의 제도 추진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둘째, CBAM이 추가적인 통상분쟁으로 확

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BAM의 영향권

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

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U가 취한 환경조치가 통

상분쟁화된 전례가 다수 확인되며, CBAM 입

법안에도 다양한 통상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

기 때문이다. 일례로 EU가 2018년 당시 팜유

(palm oil)를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목록에

서 제외하는 환경조치를 취했을 당시 인도네

시아와 말레이시아가 EU의 WTO 협정 위반

을 주장하며 EU를 각각 WTO에 제소한 전례

가 있다.87 또한 EU 영역을 이착륙하는 외국 

항공기가 EU 상공뿐 아니라 공해 상공에서 

야기하는 탄소배출량까지 EU ETS로 편입하

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과의 무역마찰 및 

86 See, e.g. “EU official: Carbon border adjustment, international coordination ‘not at odds’”, Inside U.S. Trade 
(2021.11.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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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어보잉사 발주 중단 위협 등으로 인

해 EU가 2012년에 관련 입법절차를 중단한 

적도 있다.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CBAM의 통상법적 합치

성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제

부터는 EU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단독으로 

법률 검토를 수행하기 보다는 CBAM의 영향권

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의 직접적인 의

견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U는 EU ETS 

배출권 가격과 CBAM 인증서 가격을 일치시

켜 역내외 상품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므로 CBAM이 GATT 제III조 내국민

대우의무에 합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3

절에서 지적하였듯 탄소가격 외 다양한 제도

적 측면에서 차별 가능성이 확인된다. 사실 

CBAM은 NPR PPMs에 기초하여 동종상품

을 상이하게 대우하는 조치에 해당되므로 필

연적으로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법적 구조에 해당된다. 

EU가 적극적 항변사유로서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CBAM

이 다른 교역국에서의 상황을 불문하고 EU 

ETS 수준의 탄소가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

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UNFCCC와 파리

협정의 CBDR-RC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유럽의회·EU이사회 검토 이후 최

종적으로 확정되는 CBAM의 내용에 따라 

(ⅰ)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가능성,88 (ⅱ) EU 기후정책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 목록을 EU가 작성할 가능

성,89 (ⅲ) CBAM의 일환으로 수출환급제도

가 도입될 가능성,90 (ⅳ) 대상품목 원산지국 

결정 문제91 등에 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CBAM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

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우리 수출기업이 

내재배출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업이 제출한 배출량 자료가 검증 결과 신뢰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품목 EU 

87 (ⅰ) EU and Certain Member States - Palm Oil (Malaysia)(DS600): 2021년 1월 15일 말레이시아 제소 건. 2021년 
4월 15일 패널 설치완료, 패널구성 이전].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600_e.htm; (ⅱ) 
EU - Palm Oil (Indonesia)(DS593): 2019년 12월 9일 인도네시아 제소 건. 2020년 7월 29일 패널 설치 및 동 년 11월 
12일에 패널 구성 완료. 본안심리 중이며, 2022년 2/4분기 이전에 패널보고서 발급 예정(WT/DS593/11)]. https://www. 
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3_e.htm.

88 개도국·최빈개도국에 대한 CBAM 적용면제 조항이 WTO법상 적법하게 추가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CBAM이 EU ETS 
배출권에 상응하는 인증서 매입·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1979년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 제2항 
제(d)호(“모든 일반적인 또는 구체적인 개도국 우대 조치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 중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만’ CBAM의 적용배제 또는 부과수준 경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권능부여조항 제2항 제(a)호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른 특혜 관세대우, 제(b)호는 WTO하에서 다자적으로 합의된 비관세조치에 관련된 특혜대우, 제(c)호
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상호 호혜적인 관세 또는 비관세 특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개된 CBAM 입법안에는 큰 관련성
을 가지기 어렵다.

89 예를 들어 파리협정상 국가결정기여(NDC)의 수준,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LEDS) 제출 여부 및 탄소중립 로드맵 유무 
등에 기초하여 EU와 기후정책 ‘호환성’ 국가 리스트를 EU가 준비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논의된 바 있다. ‘만약’ EU가 CBAM 
적용을 배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국가목록 도입을 검토하더라도, 단순히 NDC나 LEDS의 제출 유무 또는 기후변화 
완화 공약 수준만을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약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 및 감축 실적·경과를 정성적으로 함께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파리협정에 따른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은 2023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90 이천기, “탄소세에 대한 수출 국경세조정 가능성 연구 -WTO보조금협정 부속서 I, II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7 참조.

91 향후 CBAM이 지금보다 하류상품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대상품목의 원산지국 결정기준과 원산지 검증에 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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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생산시설 중 에너지 효율 하위 10% 시설

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징벌적 성격의 기

본값을 적용받게 된다. 탄소배출 측정·보고·

검증(MRV)과 관련하여 역량·자원이 부족한 

중견·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CBAM이 EU로

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관련해서 CBAM 대상품

목을 생산·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제도 적응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CBAM 적용대상품목의 

내재 배출량 검증을 (ⅰ) EU ETS 검증인92 또

는 (ⅱ) 각 EU 회원국의 국내인정기구의 공인 

검증인93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국내 검

증기관을 통한 배출량 검증이 가능하도록 내

재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accreditation)에 

관한 한·EU 차원의 상호인정(Mutual Reco-

gnition)94 협상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본격적

인 논의는 2022년 중반 전후에 EU 집행위 입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검토·

승인이 완료되고 EU 집행위가 CBAM에 대한 

이행법률 및 위임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유럽의회는 

2021년 11월 22일자 CBAM 검토의견 초

안95에서 입법안 부속서 III 내재 배출량 산정 

방식(생산과정에 대한 조직경계, 배출계수, 

배출량 자료 검증 등 포함) 및 대상품목의 간

접배출 산정방식에 관한 집행위의 “최초 위임

입법(a first act)”이 2022년 9월 1일까지 채

택될 것을 제시하였다. 상호인정협정의 구현 

방식과 관련해서는 EU가 (ⅰ) 한·EU FTA 개

선협상을 요구하고 개선협상의 일환으로서 

상호인정을 협의하거나, (ⅱ) 비통상적·기술

적 성격의 별도 조약 체결을 희망하거나, 또는 

(iii) CBAM 체제 또는 EU 법 체제 내에서 다

자간 상호인정(MLA)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 

등이 있다. 특히 EU 집행위가 한·EU FTA와 

CBAM을 연계하기를 희망할 경우, 한국과 

EU 양자간의 다양한 통상현안을 포괄하는 

한·EU FTA 개선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FTA TBT 챕터 내에 관련 내

용을 반영하려 하기 보다는96 TBT 챕터에 부

속하는 부문별 부속서(Sectoral Annex)를 

신설하는 안이 가능하다(예: “부속서 4-나” 신

설). 또는 2021년 1월 1일부로 EU와 영국 사

이에 잠정 발효한 EU-영국 무역협력협정

(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제1부 제11편 제9장 제9.4조의 “재균형(Reba-

lancing)”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개선협상을 

통해 별도 챕터 형식으로 신설하거나 또는 한

-EU FTA 제13장 TSD 챕터의 일부로 반영할 

92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018/2067.

93 Regulation (EC) 765/2008 [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EA: European Accreditation)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94 입법안 제18조 제3항.

95 European Parliament, DRAFT OPINION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for the Committee on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0564 – C9-0328/2021 – 
2021/0214(COD)), p. 39, Amendment 63.

96 한-EU FTA 제4장 TBT 챕터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정의는 WTO TBT협정 부속서1을 준용하고 있는데(제4.2조 
제3항), WTO TBT협정 부속서1.1의 기술규정의 정의에는 (상품 라벨링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과 같은 NPR PPMs을 규율하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CBAM은 상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 
즉 NPR PPMs에 관련된 조치이므로, WTO TBT협정 부속서1.1, 특히 1문의 기술규정 정의에는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EU FTA 제4.2조 제3항을 개정, WTO TBT협정보다 포괄적인 기술규정 정의를 두지 않는 한 TBT 챕터 ‘내에’ CBAM 
관련 MRA 내용을 두기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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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희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CBAM의 

향후 전개방향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

고 국내적 이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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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on 14 July 2021 a proposal for establishment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r “CBAM”. CBAM can be deemed as an 

environmental measure to induce global climate change efforts, but at the same times it 

provides significant trade risks and uncertainties to a number of EU trade partners including 

Korea. There also remain some controversies as to its compatibility with WTO law, including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said measure; possible breaches of Arts. I:1, III:2, III:4, or XI:1 of 

the GATT; and justification via so-called ‘environmental exceptions’ under Art. XX of the 

GATT. Once the EU’s legislative procedure is finalis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aid 

domestic companies in adapting to CBAM, consider strategic options for conclusion of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with respect to, most importantly, domestic verification 

of embedded emissions for our CBAM-covered goods exported to the EU, and pursue ways 

to improve its law and policie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to make its climate change policy “compatible” with the EU’s counterpart in the 

long term.

Keywords : Carbon Border Adjustments, Carbon Price, Embedded Emissions,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CBDR-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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