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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EU·미국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해외이슈
◈ EU·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 시행 예정, 검토 중이라고 발표

◈ 우리나라 정부는 업종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통한 산업계와의 소통, 기후대응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무역 관세 대응 계획

□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개념 및 배경

 ㅇ (개 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

  -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중소기업까지 적용

  - ’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1.5%로 미국(23.6%), EU(17.5%) 등을  

상회하며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커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2019년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 (단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EU 독일 영국 프랑스
석탄발전

비중
41.5 23.6 30.9 17.5 28.2 2.2 0.8

*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ㅇ (배 경)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회사와 환경을 오염

시키며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똑같이 경쟁시키기 어렵다는 취지

□ 발표 주요 내용

 ㅇ (E U)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EU에 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용품, 전력 

수입 시 탄소 비용 부과를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21.2월)

  - 올해 2분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해 ’23년부터 법 시행 예정

  - 수입품에 대해 직접 탄소세를 매기는 방식과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과세한 뒤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환불해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

 ㅇ (미 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국경 조정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20.3.2)

  -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나 EU와 같이 자국 내 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 국경세로 부과하는 방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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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탄소 국경세 부담 전망

 ㅇ 석유화학 기업은 수출액의 5%, 철강은 10%까지 탄소 국경세 부담 전망

 ㅇ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를 ’23년 약 

6,100억원, ’30년 1조 8,700억원으로 추산

<주요국 탄소국경세 전망치> (단위:억원)
구분 2023년 2030년

유럽연합(EU) 2,900 7,100
미국 1,100 3,400
중국 2,100 8,200
합계 6,100 1조8,700

* 2023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을 시작점으로 계산(출처 : EY 한영 보고서)

□ 우리나라 정부 대응

 ㅇ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업종별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출범 

중이며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 기대

  - 철강업, 석유화학업, 시멘트업의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21.2.8)

  - 반도체·디스플레이업, 비철금속업, 자동차업(정유업 포함), 제지·섬유업, 

조선업, 기계업, 통신업에서 위원회 출범 예정

 ㅇ‘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조성 방안 발표(’20.12)

  -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에너지세 개편 등 제시

□ 우리나라 산업계 대응 

 ㅇ (현대차) 울산 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연간

8,000MWh 생산 예상)함으로써 석탄 화력 대비 7,900t의 CO2 절감 효과 기대

 ㅇ (석유화학업계) 사탕수수를 원료로 친환경 페트병을 생산하여 석유 

대비 CO2 20% 감축 효과 기대

□ 의의

 ㅇ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질서와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시장은 많은 국가와 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

  - 변화하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발맞춰 탄소중립 기술 투자 등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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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후변화대응 부문

ㅇ 해외이슈 <EU·미국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
 - How an EU Carbon Border Tax Could Jolt World Trade(BCG, 2020.6.30.)
 - Carbon border adjustment in the United States; not easy, but not impossible 

either(bruegel, 20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