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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파리협정의 채택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일정 부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 또는 배

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별국

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소가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증가로 상쇄되

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초래하여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 조치가 시행되려면 GATT, 보조금협정(SCM) 등 국제무역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WTO의 선례가 없어서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에 관

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탄소세는 탄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하므로 간접세에 해당하나, 탄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고, 탄소함유량은 제품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탄소에 근거한 차별

대우는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소세 국경세조정은 

GATT 제20조의 환경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배출권 구입비용은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어서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조치

로서 국경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나, 배출권의 제출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비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보조금협정

(SCM)에 의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할당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

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는 향후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에서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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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5년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기

존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

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도 일정 부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

하게 되었다. 다만 2017년 6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 등과 같이 여전히 온

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개별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철강, 시멘트, 화학 등 탄소집약산업의 원

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약한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대응을 함으로써 탄소누출(carbon leakage or 

emission migration)을 초래할 수 있다. 탄소누출이 생기면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

소가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증가로 상쇄되어 국제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특히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을 도입

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자국산업의 경

쟁력 저하를 감수하여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탄소누출의 문

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탄소세 및 배출

권의 국경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s, BCAs)이 논의되고 있다.1) 이러한 탄소

국경조정은 국제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국제무역규범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1) 탄소국경조정은 ①탄소세의 국경조정을 의미하는 국경세조정, ②배출권의 국경조정 등 2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국경세조정보다 넓은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 세금의 국경조
정을 의미할 때에는 국경세조정이라고 하고, 세금과 배출권의 국경조정을 가리킬 때에는 
국경조정이라고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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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보조금협정(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SCM)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

으나,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

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향후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2)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및 향후 도입가능성이 있는 탄소세와 관련하여 탄소국경

조정이 국제무역규범인 GATT 등에 합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순서는 Ⅱ장에서 일반론으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국경세조정을 살

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Ⅲ장에서 탄소세의 국경세조정 적용에 대한 주요 쟁점을, 

Ⅳ장에서 배출권의 국경조정 적용에 대한 주요 쟁점을 각 검토한 후 Ⅴ장에서 논

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Ⅱ. 소비세의 국경세조정

1. 소비세의 국제적 분배  

(1) 생산지과세원칙과 소비지과세원칙

재화가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소

비세의 과세권을 생산지와 소비지 중 어디에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통적으

로 생산지과세원칙(origin principle)과 소비지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이 대립

하였다. 생산지과세원칙은 소비세의 과세권을 재화를 생산한 국가에, 소비지과세원

칙은 재화를 소비한 국가에 각 부여하는 입장이다. 생산지과세원칙에 의하면 재화

를 생산한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므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소비세를 과세하

지 않는다. 반면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면 재화를 소비한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

하므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소비세를 과세하고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생산지

에서 과세된 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하는 조정이 이루어진다. 

생산지과세원칙과 소비지과세원칙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생산지과세원칙을 적용

 2) 다만 탄소세의 도입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비교할 때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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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국경에서 조세의 조정이 불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화를 수출하는 국가의 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국가 간 세수분배

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3) 이에 비하여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면 재화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수입국에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므로 국가 간 세

수분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경에서 조세의 조정에 따른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국경세조정이 관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소

비지과세원칙은 관세와 무관한 용역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국경세조정이 어렵다

는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4) 

유럽에서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때 생산지과세원칙과 소비지과세원칙 

중 어느 기준을 채택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1963년 노이마르크(Neumark) 위

원회에서 소비지과세원칙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5) 

 

(2) GATT의 소비지과세원칙 및 국경세조정

1) 국경세조정의 의의

GATT는 소비세의 과세권 분배에 대하여 소비지과세원칙을 수용하였다.6) 이는 

재화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므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대신 수출품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 또는 공제하는 조치가 수반된다. 

국경세조정이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968년 설치된 국경세조

정작업반(GATT working party on Border Tax Adjustment)은 국경세조정을 “전체

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소비지과세원칙에 효력을 부여하는 재정조치, 즉 국내시장

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유사한 국산품과 관련하여 수출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부

과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고, 유사한 국산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3) 홍범교, 안종석,『전자상거래와 조세 : 국제적 논의동향과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연구
원, 2001, pp82-83

 4) 용역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국경세조정이 어려우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
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는 대리납부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5) Ben Lockwood1, John Whalley, Carbon-motivated Border Tax Adjustments: Old Wine in 
Green Bottles? The World Economy, 2010, p815

 6)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p1009는 소비지과세원칙과 생산지과세원칙은 세수
분배를 다루는 기준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므로 소비지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식
의 논리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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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된 수입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부과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

게 하는 원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7) 수입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그 용어에 불

구하고 반드시 국경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조세제도가 서로 

달라서 수입품이 국경을 통과한 후에 조세의 조정이 이루어지질 수도 있다.8) 

국경세조정으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서 소비세가 부

과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고,9)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하여 동등한 조세조건

을 확보하여 조세의 무역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품에 대하여 생

산지에서 부과된 소비세를 제거함으로써 조세측면의 해외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세조정이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국제거래를 위축시키거나 

WTO에의 제소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10)  

2) 국경세조정의 대상조세

조세는 제품에 부과되는지 또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과되는지에 따라 제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와 제품의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직접세로 구분한다.11) 특정판매세

(specific excise duties), 물품세(sales taxes), 누적세(cascade taxes),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등은 간접세에 해당하고, 소득세, 사회보장부담금 등은 직접세로 분류된

다.12) 

GATT는 간접세와 직접세 중 간접세에 대하여 국경세조정을 인정한다. 이는 간

접세가 직접세와 달리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세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가

 7) GATT working party report on Border Tax Adjustment, para. 4
 8) ibid, para. 25
 9) 소득세는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한 국가의 국민에게 전 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생긴다. 소득세의 이중과세는 해당국들이 조
세조약을 체결하거나 세법에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10) Joost Pauwelyn, Carbon Leakage Measures and Border Tax Adustments under WTO law, 
Resarch Handbook on Environment, Health and the WTO, 2012, pp5-8

11) 그밖에 조세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세(人稅)와 물세(物稅), 
조세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보통세와 목적세,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등으로 구분한다.

12) GATT working party report on Border Tax Adjustment, para. 14, 이와 유사하게 WTO 
보조금협정(SCM)은 임금, 이윤, 이자, 임대료, 사용료 및 그밖의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
과되는 조세 및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로 구분하고, 판매, 소비, 매상, 
부가가치, 면허, 인지, 이전, 재고 및 설비에 대한 조세, 국경세, 직접세 및 수입과징금 
이외의 모든 조세를 간접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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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간접세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을 인정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외국의 생산자에 부과하는 세금(직접세)보다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간

접세)의 추적이 훨씬 용이하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가 설득

력을 얻고 있다.13)  

3) 국경세조정의 적용

(가) 수입품에 대한 국경세조정

GATT 제2조 제1항 (b)호는 회원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관

세를 비롯한 기타 과징금(charge)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예외로서 제

2조 제2항 (a)호는 수입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국산품에 부과하는 내국세와 동등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조항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재정조치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수입품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

는 관세와 구별된다.14) 

위와 같이 수입품에 대하여 국경세조정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GATT 

제3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과 제1조 제1항의 최혜

국대우원칙(moar favored nation principle)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품과 국산품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는 동종의 국산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를 초과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국산품에도 부과하면 제3조 2항에 위

반되지 않지만 국산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수입품에만 부과한다거나 국산

품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은 제3조 제2항에 위반

된다. 이는 회원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산품과 동등한 수준의 조세를 부

과하는 것은 국경조치가 아니라 국내조치가 됨을 의미한다.15) 이러한 국경조치와 

국내조치의 구별은 China-Auto parts 사건에서 명확히 설시되었다.16)

내국민대우원칙은 직접적으로 부과된 내국세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과된 내

13) 박덕영외 3인 공역(Kateryna Holzer 저),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법』, 박영사, 
2016, p63

14) 김홍균, “WTO 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서울국제법연구』 제19
권 제1호, 2012. 6., p117

15) 이재형, “기후변화협약과 환경세의 국경조정”, 『통상법률』 제61권, 2005. 2., p174
16) Appellate Body Report, Chin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 Parts, 

WT/DS339,340,342/AB/R, 15 Decen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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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도 적용되고, ‘간접적으로 부과된 내국세’는 물품 그 자체가 아닌 물품의 생

산공정 또는 투입요소에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므로 생산공정 또는 투입요소에 

대한 조세도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된다. US-Tuna 사건(1991년) 패널은 미국의 멕

시코 참치에 대한 수입금지는 참치 자체가 아닌 참치를 어획한 공정에 대한 것이

므로 제3조에서 다루는 내국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17) 

US-Superfund 사건의 패널은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물품에 부과된 조세는 제품에 

직접 부과된 조세로서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18) 이는 제품을 제조

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인 PPM(process and production method)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동안 제품 관련 PPM(pr-PPM)에 부과되는 세금과 달리 제품 무관련 

PPM(npr-PPM)에 부과되는 세금의 국경세조정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

였다.19) 생산공정 또는 투입요소에 대한 조세를 은폐된 조세(taxes occultes or 

hidden tax)라고도 하는데, 자본설비, 보조재, 운송 및 그밖의 제품생산에 사용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가 그 예이다.20) 1970년 국경세조정작업반은 자본설비 등 최

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간접세가 부과된 경우 국경세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설명할 뿐 명확한 입

장을 밝히지 않았다. 

내국민대우원칙은 국산품과 동종(like)의 제품 및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제품(Directively Competitive or Substituable Products : DCSPs)에 대하여 적용된다. 

동종의 제품은 완전히 대체가능한 제품을 말하고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제품은 불완전하게 대체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21) Japan-Alcoholic Beverages 사건

의 항소기구는 동종성은 기본적으로는 개별사안별로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도 동종의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제품의 물리적 

특성(product’s properties), ②최종용도(end-uses), ③소비자의 취향과 습관

(consumer’s tastes and habits), ④관세분류(tariff classification) 등 4가지 기준을 제

17) Panel Report, United 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1/R, 3 September 
1991, BISD39S/155

18) Panel Report, United States – Taxes on Petroleum and Certain Imported Substances, 17 
June 1987, BISD34S/136 

19) 박덕영외 3인 공역(Kateryna Holzer 저), 전게서, pp84-89
20) GATT working party report on Border Tax Adjustment, para. 15
21) Patrick Low, Gabrielle Marceau, Julia Reinaud, The Interface Between the Trade and 

Climate Change Regimes: Scoping the Issues, World Trade Organization Staff Working 
Paper, 201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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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22) EC-asbestos 사건의 항소기구는 위 4가지 기준 이외에 관련증거들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23) 위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한 동종성 판단체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편 WTO는 내국민대우원칙이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종성의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둘째, 최혜국대우원칙은 회원국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모든 회원국을 동

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GATT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한 회원국의 물품에 부여된 편의, 호의, 특권 및 면제는 다른 회원국의 

동종 제품에도 부여하여야 한다. Indonesia-Autos 사건의 패널은 제품과 직접 관련

없는 조건을 이유로 원산지가 다른 동종제품을 차별하는 것은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24) 

(나) 수출품에 대한 국경세조정

보조금은 수출업체의 무역조건을 유리하게 하여 경쟁을 저해하므로 대개 수출품

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불공정한 행위로 취급된다. GATT 제6조, 제14조와 그 부

속협정인 보조금협정(SCM)은 보조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25) 보조금협정 제1

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있

거나 GATT 제16조에 따른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있고, 그로 인하여 혜택이 부여

되면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 보조금 요건 중 재정적 기여가 있다고 하려면 ①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 

이전,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②정부가 

받을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 ③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

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경우, ④정부가 자금공여기관

에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 ① 내지 ③의 기능유형 중 하나 또

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22) Appellate Body Report, Japan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 11/AB/R, 1 
November 1996

23) Appellate Body Report, Europe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ucts, WT/DS135/AB/R, 12 March 2001

24) Panel Report, Indonesia-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WT/DS54, 
23 July, 1998

25) 보조금협정은 32개 조항과 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GATT의 보조금 조항이 세부적
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자 GATT 부속협정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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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야 한다. 다음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있다고 하려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상품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자국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허여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끝으로 혜택은 재정적 기여가 

없는 경우보다 수령자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6) 혜택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식에는 수령자혜택 접근방식과 정부비용 접근방식이 있는바, 수

령자혜택 접근방식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자 중심으로 

혜택의 존부를 판단하므로 정부비용 접근방식보다 혜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된다. 금

지보조금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산품을 사용하

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연계보조금을 포함하고, 조치가능보조금은 특정산업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성(specialty)이 있으면서 타방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

한 피해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GATT 제6조 제4항은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에서 국내소비용 동종 제품에 부과

되는 관세나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GATT 제16조 주석은 국내소비

용 동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나 조세의 수출품에 대한 면제 또는 납부액을 초과

하지 않는 한도 내의 환급은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국경세조

정으로 이루어지는 조세면제 또는 환급은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국경

세조정은 간접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에너지와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수출할 때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27)  

2. 우리나라 세법상 소비세의 국경세조정 

  

(1) 부가가치세

1)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외에 재화의 수입을 부가

26) 김호철,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통상법률』제101권, 2011. 10., 
p89

27) Roland Ismer, Karsten Neuhoff, Border tax adjustment: a feasible way to support 
stringent emission trading,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ume 24, Issue 
2, October 2007,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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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 재화의 수입에 부

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비지과세원칙에 근거하여 국경세조정을 허용함을 의

미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관세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

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부가가치세

법 제18조), 세관장이 수입업자로부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이다(부가가치세법 제

29조 제2항). 재화를 수입한 자가 사업자이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에 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2)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零稅率)을 적용한다(부가

가치세법 제21조 제1항).28)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바,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영(0)이므로 수출

업체는 그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29)  

(2) 기타 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부가가치세 이외의 소비세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와 유사

한 방식으로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 즉 과세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부과하고, 과세대상물품을 수출할 때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면제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주세법 제2조 제2호, 제31조 제1

항 제1호).  

28) 그밖에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부터 제24조). 

2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p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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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1. 문제의 제기

탄소세는 물품에 포함된 탄소함유량(carbon content)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

적으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탄소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출량과 비례관계에 있는 탄소함유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탄소세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유

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을 고려하게 된다. 탄소세의 국경세조정

을 허용하면 국제적으로는 탄소누출을 방지하여 탄소감축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탄소세를 도입한 개별국가의 입장에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거래

상대국에게는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GATT 등 국제무역규범과의 조화

가 중요하다.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이 GATT 등 국제무역규범에 합치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WTO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이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탄소세가 간접세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투

입요소에 대한 국경세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③탄소함유량이 제품의 동종성을 결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④위 ②, ③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

로 GATT 제20조에 의한 환경예외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이 법리상 가능한지에 대하여 위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2. 탄소세의 국경세조정 적용여부에 대한 주요 쟁점 

(1) 탄소세가 간접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의  

조세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때 GATT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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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경세조정을 인정하므로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서 탄소세가 간접세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학설  

간접세 부정설은 탄소세 등 온실가스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생산단계에서 탄소

를 배출하는 생산자에게 부과한다는 점,30) 탄소세는 은폐된 조세의 일종으로서 생

산요소에 부과하는 직접세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는 점31) 등이 그 논거이다. 

반면 간접세 긍정설은 탄소세는 최종제품을 대상으로 부과된다는 점,32) 탄소세

와 제품 사이에 긴밀한 결합이 있다는 점33) 등이 그 논거이다. 일부 학자는 보조

금협정(SCM)의 주석에서 임금, 이윤, 이자, 임대료, 사용료 및 그밖의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는 직접세이고, 직접세 이

외의 모든 조세는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탄소세는 직접세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접세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34)

3) 검토

탄소세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를 함유한 물품을 대상으로 부

과하는 세목이다.35) 세금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때 직접세는 조세부담의 주

체에게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제품 등에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

게 하는 세금이다.36) 간접세의 대표적 세목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징수를 통하

30) Patrick Low, Gabrielle Marceau, Julia Reinaud, op.cit., pp9-10, 이재형, 전게논문, 186면
31) Gavin Goh, World Trade Organization, Kyoto and Energy Tax Adjustments at the 

Border, The Journal of World Trade, Vol. 38, Issue 3, June 2004, p411
32) Joost Pauwelyn, op.cit, pp27-28, 박덕영외 3인 공역(Kateryna Holzer 저), 전게서, p95, 

이천기, “WTO 협정상 수입 국경세조정에 관한 연구-탄소세와 배출권에의 적용가능성 및 
그 시사점-”, 『통상법률』, 2017. 6., pp60-62,  장근호, “WTO 체제에서의 탄소관세(국
경세조정)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문집』 제26집 제1호, 2010, p207  

33) 이로리,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WTO 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1
호, 2010, pp172-173

34) Joost Pauwelyn, op.cit, p27
35) 헌법재판소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조세의 기능은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이라는 고전적인 

기능 이외에 국민이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사회를 유도하고 형
성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결정, 헌재 2003. 12.18. 2002헌바16결정 등). 탄소세는 세수증대라는 재
정적 기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이 강조되는 조세에 해당한다. 

36)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7, pp31-32, 우리나라의 세목 중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을 간접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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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전가하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이다. 따라서 탄소세의 납세의무자가 탄소를 함유한 물품

을 제조하는 자라는 사정만으로 탄소세를 직접세라고 할 수는 없다. 징수의 편의

를 위하여 탄소를 함유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탄소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더라도, 탄소세의 과세대상은 탄소를 함유한 물품이기 때문에 탄소세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직접세)를 한쪽 끝으로 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

비세(간접세)를 다른 한쪽 끝으로 하여 탄소세를 그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시킨

다고 할 때, 탄소세는 법인세보다는 소비세에 보다 가깝게 위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간접세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투입요소에 대한 국경세조정 여부

1) 의의 

GATT 제2조 제2항 (a)호,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완제품 이외에 투입요소에 대

한 조세도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되나, 그 중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

은 투입요소에 대한 조세가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향수(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투입요소)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최종제품에 물

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탄소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연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학설 

  부정설은 최종제품이 어떠한 특정요소로부터 생산된 경우에 그 특정요소를 투

입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탄소로부터 어떠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탄

소는 최종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지,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는 점,37) 

물품은 물리적 체화(physical incorporation)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투입요소가 

37) Christian Pitschas, GATT/WTO rules for border tax adjustment and the proposed 
European directive introducing a tax on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energy, 24 Ga. J. 
Int'l & Comp. L. 479, 1994, p493, Paul-Erik Veel, "Carbon Tariffs and the WTO : An 
Evaluation of Feasible Polic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ume 12, 
Issue 3, 1 September 2009, pp773-775, Steven Nathaniel Zane, Leveling the Playing 
Field : The International Legality of Carbon Tariffs in the EU, 34 B.C. Int’l Comp. L. 
Rev. 199, 226, 2011,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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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나, 탄소는 최종제품에 물리적으

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38)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한다.

  반면 긍정설은 탄소는 최종제품의 제조에 투입되었으므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점,39) 최종제품이 특정요소로부터 생산된다는 것은 최종제품이 그 제조에 투

입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점40) 등이 그 논거이다.

3) 검토 

1970년 국경세조정작업반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투입요소에 

대하여 간접세가 부과된 경우 국경세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론을 유보하였다. US-Superfund 사건의 패널은 수입품에 

사용된 특정화학물질에 대하여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 대

하여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이 가능한 선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US-Superfund 사건은 투입요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근거로 탄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 탄소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41) 

생각건대, 탄소는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생산과

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입요소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탄소

를 투입요소로 본다 하더라도 탄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탄소세에 대하여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수출

의 경우에는 보조금협정의 부속서Ⅰ과 부속서Ⅱ에 대한 주석42)에 근거하여 수출품

38) 장근호, 전게논문, 208면
39) 이천기, 전게논문, pp64-65
40) Wen-Chen Shih, The Border Tax Adjustment Provisions of the GATT/WTO and Their 

Implications on the Design of Energy and Carbon Tax,  Int'l Trade & Bus. L. Rev. 53, 
2011, pp58은 긍정설이 “input with the help of which”라는 문구 대신 “input from 
which”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input from which”라는 문
구의 의미는 단지 최종제품이 투입요소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비
판한다.

41) Frank Biermann, Rainer Brohm, Implenentin the Kyoto Protocol without the USA : the 
Strategic Role of Enetgy Tax Adjustments in the Border, 5 Climate Policy, 2005, p294, 
Ross Astoria, Design of International Trade Law Complaint Carbon Border Tax 
Adjustment, Arizona Journal of Environment Law & Policy vol 6. 2015, p506, Steven 
Nathaniel Zane, op.cit,,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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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요소에 대한 세금 외에 에너지, 연료, 유류 등에 대한 

세금도 국경세조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수입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수출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43)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탄소함유량이 제품의 동종성(likeness)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의의 

최혜국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T 제1조 제1항,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하

고 있는 제3조 2항은 모두 동종 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할 때 제품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기존의 기준인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선호 및 관세코드 외에 탄소함유량에 의하

여 제품의 동종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태양력으로 만들어진 

저탄소시멘트와 석탄으로 만들어진 고탄소시멘트가 있다고 할 경우, 제품의 물리적 

특성은 같으나 탄소함유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종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다.44) 탄소함유량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동종성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면 환경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45)

2) 학설   

긍정설은 제품의 동종성은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선호 및 관세코드 외에 탄소함유량도 제품의 동종성을 판

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46) 긍정설에 의하면 고탄소제품과 저탄소제품은 

42) 주석 61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를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에너지, 연료, 유류 그리고 수출품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 촉매제로 정
의하고 있다. 

43) 실제로 수출의 규정을 근거로 수입의 경우에도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투
입요소에 대한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Gary Clyde Hufbauer, 
Steve Charnovitz, Jisun Kim, Global Warming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9, pp44-46). 

44) 고탄소제품과 저탄소제품의 동종성을 부인하면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동종성을 인정하면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 문
제된다. 

45) Joel P. Trachtman, op.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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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

반면 부정설은 제품의 동종성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취향과 

습관, 관세분류 등에 따라 결정될 뿐 탄소함유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47) 부정설에 의하면 고탄소제품과 저탄소제품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 등이 같

으면 동종의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3) 검토

WTO의 확립된 선례에 의하면 제품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품의 물리

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 선호 및 관세코드 등이 이용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시

멘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든 또는 친환경적인 태양

력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든 동종의 제품에 해당한다. 시멘트의 특성과 용도를 가지

고 있으면 그 시멘트가 환경친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동종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탄소함유량에 따라 소비자 

선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동종성이 부인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으나, 전통

적 기준에 의하면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WTO 체제하에서 US–Shrimp 사건은 제품 무관련 PPM(npr-PPM)에 근거한 조치

가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48) US–Shrimp 사건을 탄소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향후 WTO가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적 요소를 제품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추가하는 등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49) 현

재까지의 WTO의 태도에 의하면 탄소배출의 차이는 제품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기

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50) 

(4) 환경예외조항의 적용 여부  

1) 의의

46) 박덕영외 3인 공역(Kateryna Holzer 저), 전게서, pp112-113
47) Aaron Cosbey, Border Carbon Adjustment, IISD, 2008, p3, Joost Pauwelyn, op.cit., p42, 

Steven Nathaniel Zane, op.cit., p208-209, 
48) 이로리, 전게논문, pp174-175
49) 이천기, “유럽사법법원의 Outokumpu Oy 사건에 대한 재조명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

법리와의 비교 및 그 시사점”, 『통상법률』 제121권, 2015. 2., 51-84면에 의하면 EU의 
사법재판소(ECJ)는 Outokumpu Oy 사건에서 환경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의 국경세조정을 
인정하는 등 환경과 경제적 가치의 조화문제에 있어 EU가 WTO와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0) Joel P. Trachtman, op.ci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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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는 무역원칙에 대한 일반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탄소세의 국경세조

정이 내국민대우원칙이나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GATT 제20조의 

환경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GATT의 예외조항

은 2단계를 거쳐 적용되는바, 1단계는 GATT 제20조에 열거된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2단계는 제20조 의 모두조항(chapeau)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예외조항은 10가지 예외조항 중 인간 등의 생명과 위생 관련 조치를 규정한 

(b)항과 천연자원 보존 관련 조치를 규정한 (g)항 등 2가지이다. 환경예외조항 중 

(b)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위생 보호와 무역에 대한 영향의 관련성을 요

구하기 때문에 (g)항보다 더 엄격한 편이다.51)

1995년 이전에는 GATT 패널이 환경예외조항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이

후에는 환경예외조항을 일부 인정하는 등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52)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은 현실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이나 최

혜국대우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예외조항의 적용 여부가 국경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53) 

2) GATT 제20조 예외조항의 적용여부

(가) (b)항

GATT 제20조 (b)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위생의 보호와 관련된 조치

를 규정하고 있다.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하여 (b)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탄소

감축조치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일 것

이 요구된다. 여기서 ‘필요성(necessity)’의 개념은 ‘필수불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나 ‘기여’보다는 엄격한 개념으로 파악된다.54) Brazil–Tyres 사건의 항소기구는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로 해당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나 가치의 

중요성, 해당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여도, 해당 조치의 무역제한성 등을 제시

하였다.55) 이는 필요성의 판단이 기본적으로는 이익형량(balancing test)에 기초함을 

의미한다.   

51) Steven Nathaniel Zane, op.cit. ,p213
52) Joost Pauwelyn, op.cit. ,p44 
53) Steven Nathaniel Zane, op.cit. ,p215
54) Appellate Body Report,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WT/DS161/AB/R, 11 December 2000
55) Appellate Body Report, Brazil–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Retreaded Tyres, 

WT/DS332/AB/R, 3 Dec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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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하는 지구온난화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위생에 대한 

위해요인이므로 탄소세 국경세조정이 달성하려는 가치가 중요함은 명백해 보인다. 

한편 탄소세 국경세조정이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일

정 수준 이상의 고탄소제품에만 적용되는 점, 개별국가 차원의 탄소세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탄소누출의 부작용을 줄여서 국제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점, 동종 제품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세금보

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르는 점, (b)항을 둔 취지상 환경보호

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탄소세 국경세조정으로 인한 무역제한성은 (b)항의 요건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g)항 

GATT 제20조 (g)항은 천연자원 보존과 관련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g)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일 것, ②해당 조치가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될 것, ③국내생산이나 소비에 대한 규제가 병행될 것 등 3가지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US–Gasoline 사건의 패널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

보호 및 보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맑은 공기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56) 이는 천연자원

은 생물뿐 아니라 그보다 넓은 범위의 무생물자원도 포괄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또한 US–Shrimp 사건의 항소기구는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정책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였다.57) 해당 조치

와 천연자원 보전의 관련성을 엄격한 수준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으

로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탄소세 국경세조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자원은 고갈

될 수 있는 천연자원이고, 환경보전의 목적과 합리적인 수준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수입품에 대하여 국산품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GATT 제20조 (g)

항이 요구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8)

56) Panel Report,  United States-Standard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DS2/R, 29 January, 1996 

57)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 WT/DS58/AB/R, 6 November 1998

58) Joost Pauwelyn, op.cit. pp35-36



탄소세 및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_ 이중교 ∣145∣

(다) 모두조항(chapeau) 

모두조항은 해당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두조항을 둔 이유는 예외조항의 남용을 막기 위한 취

지로 이해된다. 실제로 WTO의 환경문제 사례들을 보면 예외조항에 해당하더라도 

모두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59) 대표적으로 US–Gasoline 사건, US–
Shrimp 사건 등은 예외조항에는 해당하나, 모두조항에 규정된 자의적이거나 부당

한 차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된 사례들이다. 이는 환경에 대한 사

건의 중점이 예외조항에서 모두조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60) 

주목할 만한 점은 US–Gasoline 사건, US–Shrimp 사건 등의 WTO 항소기구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판단하면서 해당 조치 이전에 진지한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조항 위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는 국제사회에서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 검토

1. 문제의 제기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할당받거나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외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얻은 배출권의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으므

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가능한 많이 줄이기 위한 유인을 부여하는 시장친

화적 제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은 배출권 구입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자국산업

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소세의 국경세조정과 마찬가지로 수입업체에게 배출권을 구

59) Steven Nathaniel Zane, op.cit. p216
60) Joost Pauwelyn, op.cit.,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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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업자에게 배출권의 구입을 면제하는 방식의 국경조정

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8년 기후안보법안(일명 Liberman-Warner 법

안), 2009년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일명 Waxman-Markey 법안)을 통하여 각 배출권

의 국경조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시도하였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61)

배출권의 국경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WTO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배출권의 구입비용이 조세 또는 

그와 유사한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②배출권의 무상할당이 보조금협정(SCM)에 위

반되는지, ③비재정적 조치로서 배출권의 국경조정이 가능한지 등이 다투어지므로 

이하에서는 위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배출권의 국경조정 적용여부에 대한 주요 쟁점 

(1) 배출권의 구입비용이 조세 또는 그와 유사한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의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cap)을 의미한다.62) 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

로 인정한다.63)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인 측면이 있으나,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점

을 고려하면 권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출권에 대하여 재정적 조치로서 GATT 제2조 제2항 (a)호에 의하여 국경조정

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배출권이 내국세 또는 그와 동등한 과징금에 해당하여야 한

다. WTO는 별도로 조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OECD의 정의를 

인용하면 조세는 강제적이고 반대급부 없이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전급부를 

의미한다.64) 조세의 주된 특징은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납세자가 정부에 

61)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류창수, “미국 기후변화 입법상 국경조
치의 WTO 협정상 적법성 연구”, 『통상법률』 제93권, 2010. 6. pp143-146 참조, 

62)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법 제2조 제3호는 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
출허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EU-ETS 지침(2003/87/EC) 제3조a는 ”지침의 규정에 따
라 양도가능한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배출허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3) 이중교, “배출권 거래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7권 제1집, 2017. 3., p127

64) Javier de Cendra, Can Emissions Trading Schemes be Coupled with Borde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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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금전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65) 배

출권 구입비용이 조세 또는 그와 유사한 과징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부정설은 배출권을 구입하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므로 반대급부

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66), 조세는 사전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과되지만 배출

권 가격은 거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점67), 조세와 달리 배출권

의 구입은 정부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68) 등이 그 논거이다.

반면 긍정설은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은 배출권 구입의 반대급부로 아

무것도 받지 못하는 점,69)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설정된 탄소가격에 해당

하므로 조세에 상당하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점,70) 배출권이 경매되면 탄소를 배출

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받는 것과 같으므로 과징금에 해당하는 점71) 등이 그 논거

이다. 

3) 검토

EU의 사법재판소인 ECJ는 2011년 EU ETS 항공사건에서 외국항공사들로 하여

금 일정 수준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조치가 문제된 사안에서 배출권 구

입비용은 세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72) ECJ는 항공기에 의해 소모되는 연료량과 

배출권의 가격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배출권 구입비용을 세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배출권은 정부의 세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

Adjustments? An Analysis vis-à-vis WTO Law, RECIEL 15(2), 2006, p135 
65) ibid, 135
66) Charles E. Jr. McLure, The GATT-Legality of Border Adjustments for Carbon Taxes and 

the Cost of Emissions Permits: A Riddle, Wrapped in a Mystery, Inside an Enigma, 11 
Fla. Tax Rev. 221, 2011, pp285-286

67) Lorand Bartels, The Inclusion of Aviation in the EU ETS: WTO Law Considerations, 
ICTSD Trade and Sustainable Energy Series No. 6, 2012, pp8-9

68) 이천기, 전게논문, p66
69) Javier de Cendra, 135-136, Joost Pauwelyn, pp21-22 
70) Jason E. Bordof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the Economics of Climate Policy: 

Evaluating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Proposals to Address Competitiveness and 
Leakage Concerns, Brookings Trade Forum, 2008/2009, p46 

71) Javier de Cendra, p136
72) Case C-366/10, The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 and Others v.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delivered on December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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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배출권 구입비용이 세금이 아니라는 논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ECJ 판결이 WTO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조세와 배출권

의 차이에 대한 판단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배출권은 자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조세의 특징인 무대가성(無代價性)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업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여 이

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세는 법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

하여져 있어서 부과금액을  알 수 있으나, 배출권의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

로 변동하므로 조세가 가지는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배출권의 무상할당과 보조금협정(SCM) 위반 여부 

1) 의의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국가는 기업에게 배출권의 수량을 정하여 할당한다. 배출

권의 할당에는 기업이 할당의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할당과 할당의 대가를 지급하

지 않는 무상할당이 있다.73) 배출권거래제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

여 100% 무상할당을 하나, 점차 무상할당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일반적이

다.74) 

기업이 배출권을 무상할당받으면 대가의 지급 없이 배출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만약 보조금에 해당한다면 보조금협정

(SCM)상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재정적 기여가 있거나 소득 또는 가

격지지가 있을 것, ②그로 인하여 혜택이 부여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재정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부정설은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탄

73) 무상할당방식에는 개별기업의 과거배출량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그랜드파더링방식
(grandfathering)과 우수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벤치마크방식(benchmarking)이 있
다.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을 활용한다.

74) 우리나라도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00% 무상할당을 하나, 2차 계획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무상할당비율을 97%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배
출권거래제법 제12조 제3항, 동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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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출량 감축의무를 경감시키는 것이므로 자금의 직접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경우에는 세입포기의 문제가 없는 점,75) 

배출권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면허일 뿐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할 수 없는 점76) 

등이 그 논거이다. 반면 긍정설은 특정기업이 당해 연도 실적에 비하여 배출권을 

많이 할당받는 경우 거래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자

금의 직접 이전에 해당하는 점,77) 배출권을 무상할당받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

는 기업과 비교하면 재정적으로 유리하므로 무상할당은 재정적 지원에 해당하는 

점,78) WTO 패널 및 항소기구가 상품을 권리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탄소배출권

을 상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등이 그 논거이다. 생각건대, 배출권의 자

산성을 인정하는 이상,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것은 자금의 직접 

이전이나 재정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

하여 살펴보면,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기업에게 무상

으로 주는 것이므로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79)

셋째, 혜택의 부여에 대하여는 수령자혜택 접근방식에 의하면 기업은 배출권의 

무상할당에 의하여 대가없이 배출권을 취득하여 그 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

므로 전면 무상할당이 아닌 한, 혜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80)

위와 같이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재정적 기여가 있거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있

고, 그로 인하여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협정(SCM)상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탄소배출권을 전면 무상할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품에만 한정되거나 수출실적과 

75) 김호철, 전게논문, p87, 다만 일부 민감사업에 대해서만 무상할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기여가 있는 것으로 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76) Javier de Cendra, op.cit, p137
77) 김호철, 전게논문, p86
78) Ingrid Jegou, Luca Rubini, Th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Free of Charge: 

Leg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ICTSD Global Platform on Climate Change, Trade 
Policies and Sustainable Energy, Issue 14, September 2010, p7 

79) Ingrid Jegou, Luca Rubini, op.cit, p9
80) 김호철, 전게논문, pp88-91, 전면 무상할당의 경우에는 시장기준이 무상이 되므로 혜택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50∣　환경법과 정책 제20권(2018.2.28)

연계된 것이 아니므로 금지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철강, 시멘트 등 탄소집약산

업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무상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

조금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81)      

(3) 비재정적 조치로서 배출권의 국경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1) 의의

조세, 과징금 등과 같은 재정조치 이외에 표준, 라벨제도 등과 같은 비재정조치

도 국경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GATT 부속서 주석 제3조에 의하면 회원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비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입국의 국산품에 동등한 조치를 

하고 있으면 GATT 제3조 제4항에 따라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산품보다 불리

한 대우를 하지 않을 의무만 부담한다.82) 다만 제3조 제4항은 물품에 대한 조치에 

적용되므로 물품과 무관한 생산가공방법 등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US- Tuna 사건(1991년) 패널은 참치 자체가 아닌 어획기술에 대한 규제는 물품과 

무관한 생산가공방법 등에 대한 것이므로 국경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83) 

배출권의 구입비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 또는 그와 유사한 과징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정조치로서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GATT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재정조치로서 국경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

은 남아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회원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

산품과 동등한 수준의 배출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84) 

2) 학설

긍정설은 상품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관련하여 배출권의 제출을 요구하

는 것은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조치에 해당하는 점,85) 어떠한 조치와 상품이 

81) 김호철, 전게논문, pp91-95
82) Joost Pauwelyn, op.cit, p30
83)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 DS21/R, 3 September 

1991, BISD 39S/155, at 5.13 
84) GATT 제3조 제4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량제한금지의무를 규정한 제11조 제1항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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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점86) 등이 그 논거

이다. 

반면 부정설은 GATT 부속서 제3조는 상품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

재정적 상품 무관련 PPM(npr-PPM)에 해당하는 점,87) GATT 부속서 제3조는 수입

에만 적용되는데 주석 제3조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수입에 

대하여는 국경조정이 허용되고 수출에 대하여는 국경조정이 불허되어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점88) 등을 논거로 제시한다.

3) 검토

최근 WTO 패널은 US-Tuna 사건(2011년)에서 참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획되었

는지에 대한 라벨요건에 대하여 GATT 제3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89) 

이 사건은 주석 제3조의 ‘상품에 대하여 적용’의 범위를 상품 그 자체에 영항을 

미치는 조치보다 확대하여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의 WTO 패널의 법리를 근거로 배출권의 제출은 국내에서 상품

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탄소배출권의 제출에 대하여 

GATT 제3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90) 생각건대, 배출

권의 제출은 상품 그 자체는 아니라도 상품과의 관련성이 밀접한 조치이므로 

GATT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설령 수입

품에 대한 배출권 제출이 GATT 제3조 제4항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앞서 살펴본 

GATT 제20조의 환경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

85) Joost Pauwelyn, op.cit, pp32-33 
86) Christiane R. Conra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in WTO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162 
87) 이천기,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GATT Ad Article Ⅲ의 해

석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2호, 2017.6., p167
88) 이천기, 상게논문, p166
89) Panel Report, United State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DS381/R, circulated 15 September 2011
90) Joost Pauwelyn, op.cit,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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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제적 공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별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탄소누출을 초래하여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탄소누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 조

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GATT 등 국제무역규범과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WTO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의견 대립이 있다. 본고에서

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탄소세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탄소세는 탄

소를 함유한 제품에 부과하므로 간접세에 해당하나, 탄소가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고, 탄소함유량은 제품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탄소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

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탄소세 국경세조정은 GATT 제20조의 환경예

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 배출권의 국경조정에 대한 주요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결과 배출권 구입비

용은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어서 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은 불가능하나, 배출권의 제출은 상품

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비재정적 조치로서 국경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

가 있다. 한편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보조금협정(SCM)에 의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할당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한

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동안 WTO 사례들은 환경과 무역의 대립구도에서 환경보다는 무역을 우위에 

두는 입장이 강한 편이었으나, 인류의 존속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는 기후문제의 

해결이 긴요하므로 환경의 중요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무역과 환경이 조

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제적으로 탄소세 또는 배출권의 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투고일자  2018.01.19.  심사일자  2018.02.08.  게재확정일자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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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eview of main legal issues on the border adjustment of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allowance

Lee, Joong-Kyo*
91)

 In late 2015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are obliged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Several 

countries introduced carbon taxes or cap-and-trade programs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ffectively. However, the emissions policy of a country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cause carbon leakage, which means the 

increase in emissions outside a region as a direct result of the policy to cut 

emission in this regions. Border adjustments of tax and emission allowance which 

are mentioned as a solution for carbon leakage should be in harmony with GATT 

and SCM. The legal compatibility of border carbon adjustment with WTO rules is 

uncertain for lack of precedent cases at the WTO. This paper examines with main 

legal issues on the border adjustment of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allowance.

First, direct taxes are taxes on producers and indirect taxes are taxes on 

products. Indirect taxes are qualified for border tax adjustment under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 carbon tax is indirect tax because it is levied on the 

product which contains carbon. The carbon i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and cannot be criteria which distinguish likeness of products.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carbon will thus violate WTO rules such as national 

treatment principle(GATT Article Ⅲ)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GATT 

Article Ⅰ). However, environmental exceptions (GATT Article ⅩⅩ) provides 

possibility to justify violations of other GATT provisions. 

Secondly, the cost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not a tax because it lacks in 

unrequited payments. If a firm buys emission allowance, it gets the privilege of 

* professor, Yonsei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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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ing of carbon. Surrender requirement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not 

suitable for fiscal measures, but it can be justify as non-fiscal measures under 

GATT Ad Article Ⅲ. Free allocation of carbon emission allowance is a kind of 

subsidy, but overall free allocation seems no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Key words : the Paris agreement, carbon leakage, carbon tax, carbon 
emission allowance, border adjus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