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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대외무역 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국민 경제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 터키, 미국, 인도, 중국 등에서의
수입규제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우리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로 인해 약 18억불 규모의 우리 상품 수출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우리 기업들은 각 국의 수입규제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전문가들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WTO 관련 협정 구조 및 주요 규정, △주요 수입규제국인 미국, 인도,
중국의 국내 제도,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가 분석·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소부터 규제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법률
용어 및 제도와 함께, 미국, 인도,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감 있는 실무 대응 요령도 다수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수입규제대책반과 재외공관 현지대응반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니, 수입규제대책반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책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애써주신 수입규제대책반 및 재외공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외교부 장관
강 경화

추천사

한국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검토 및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반덤핑 제도를 포함한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2017년 7월 31일 기준 190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입규제를 대응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를 운영하며 수입규제 전문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규제 조치를 다발국인 미국, 중국, 인도의 수입규제 제도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수입규제 동향이 상세하게 잘 설명된 본 책자 또한 국내 수출업체의 수입규제 대응 및
이해 제고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안근배

추천사

외교부의「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책자 발간을 축하드리며, 장관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석유화학산업은 32건(전체 수입규제의 17%)의 규제·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규제 빈도수는 물론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업계는 조사 품목별 TF 구성(11개품목, 18개사
76명)과 민관 협력채널 구축 등을 통해 제소에서 최종판정에 이르기까지 조사단계별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입규제 대응은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외교부 수입규제 대책반은 주요국 규제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조사당국 관계자 면담, 정부서한·입장서 전달 등을 통해 업계 대응을
가까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무혐의 조사종결(’
17.6월)된 EU TPA 반덤핑
조사의 경우에도 외교부 서한과 주한 EU 대표부 면담, EU 집행위 면담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사례,
시사점에 관한 책자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관련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책자가 수입규제 이슈에 당면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키우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
임승 윤

추천사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출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거 개별 기업 차원에서 경쟁 수단으로 활용되던‘수입규제’
가 최근에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목적과 맞닿으면서 유래 없이 치열한 통상전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입규제의 최전방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반덤핑/상계관세가 단순히 수출 비용의
증가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을 넘어 전세계 모든 국가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방식도 개별 영업팀에서
대응하던 수준을 벗어나, IT에 기반한 통상 전문 대응팀을 조직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모해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부와 학계까지 힘을 합쳐 民-官學이 한마음으로 보호무역주의의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던 중 외교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3개 국가의 수입규제 실무서를 발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몹시 반가운 소식
이었습니다. 이 책은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으로 시작 해 WTO협정이라는 공통 규범을
논한 다음, 주요국 각각의 제도와 절차, 관행, 그리고 사례별 시사점까지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난해한 법률용어들을 기업의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해놓은
것도 이 책의 장점입니다. 더욱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키기 위해 수행했던 외교부의 그간의 경험과 고민이 담긴 책이어서 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에 있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상과 수입규제에 대한 각계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이 책 역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반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을 시작으로 이 책을 기획, 집필하고 편찬하는 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여러 관계자분들의 숙독을 권합니다.
현대제철 통상전략실장
김경석

추천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유무역 기조가 퇴조되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요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7월 31일
기준 28개국에서 총 190건(규제중 144건, 조사중 4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이 피소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국의 다양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취해지는 수입규제는 철강/금속 제품, 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에 집중되고 있고, 인도, 미국, 중국 등 3개국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며,
유사한 수입규제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및 장래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주요
대응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외교부 수입대책반의 최근 수입규제 대응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최근의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대응
관련 세부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부가 전 재외공관과 외교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얻기 힘든 귀중한 정보라고 생각
됩니다.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담당자는 물론, 수입규제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일독하기를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광장 고문
최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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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동향
1. 글로벌 동향
2. 국가별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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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향

철강, 화학 제품 등 원자재의 전세계적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입규제조치는
일반적으로 세계경기의 불황 또는 경제의 저성장 기간 동안 증가하고,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될 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세계 수입규제조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2009년까지
47%가량 급증했다. 현재까지 G20 정상회의 등 다자포럼에서 국제사회는 보호무역
주의를 경계하고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수입규제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전세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면서 2013년
338건을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171건을 기록하였다.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전세계 무역에 영향을 끼치기 이전이던 2006~2008년과 비교하면 최근
2.5년(2014~2016상)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15%나 증가하였다.

도표 01

전세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2006~2016상반기)
(단위: 건)
2016.9 G20 항저우 컨센서스
·’
18년까지 보호무역 배격 기조 유지
·기존 조치 취하
2008.11 워싱턴 G20 정상회담
·향후 12개월간 보호무역조치 자제

400
AD    CVD    SG
350
300
250
200

미국발 금융위기

224
13
8

150
100

203

184

244
10
16

270
25
28

8
11
165

유럽발 재정위기

202
20
9

202
12
25

255
24
23

2012.6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담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 취하
338
18
304
33
278
23
17
45
31
171
6
20

287
218

217

173

165

’10

’11

236

208

230
145

50
0
’06

’07

’08

출처: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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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2

’13

’14

’15

’16上

수입규제제도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양국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건전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WTO 출범 이래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규제는 수출국 생산자 혹은 수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반덤핑제도이다. 상계관세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니라 상대국 정부에 대해
수입국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세이프가드의 경우 수출국이 조치를 취한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 02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비교: 세계 vs 한국(2006~2016상반기)
(단위: 건)
80

400

338

350

70

304
60

300

270

278
255

244

50

224
202
184

200

202

47

44

45

40

37
150

171
30

34
29

100

25

24
2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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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0

19

I

10

50

-

0
’06

’07

’08

’09

’10

세계 AD/CVD/SG 조사개시 건수(左)    

’11

’12

’13

’14

’15

’16上

한국에 대한 AD/CVD/SG 조사개시 건수(右)

출처: WTO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후 2009년 한국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최다 47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4년 동안 연평균 43건의 신규조사가 꾸준히 개시되었다.

13

2

국가별 동향

가) 수출국별 조사개시 및 규제 현황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상국 중 중국은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2006년
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2,496건1 중 약 32%가 중국
제품에 대한 조사였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조사개시 건 수는
전체 조사의 약 7%인 173건이었으며, 그 뒤를 5%인 대만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조사개시 이후 실제 규제조치로 이어진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실제 규제
비중(규제 건수/조사개시 건수)은 56%로 피소국들 중 가장 낮은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 개시 후 우리 기업 및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의 영향으로
얻어낸 긍정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가하는 조사
건수에 비해 집행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제출한 합리적인 주장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존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반덤핑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소명, 정부 및 유관 협회 차원의 후방 지원을 입체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의 각 국 반덤핑 제도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표 03

피소국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규제 건수(2006~2016上)
(단위: 건)

900
800

810

조사개시    조치발동

700
600

562

500
400
300

173

200

97

100
-

출처: WTO

1

14

중국

한국

125

대만

90

121

85

미국

117

68

인도

세이프가드는 특정국을 지정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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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0
태국

나) 수입국별 조사개시 및 규제 현황
최근 전세계 수입규제 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인 ’
06~’
07년
대비 ’
08~’
09년에 G7 선진국이 개시한 조사 건수의 증가는 5건에 불과했던 데
반해,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발했던 시점 이전인 ’
10~’
11년 대비 ’
12~’
13년 조사개시
건수의 증가는 65건에 달했다. 반면, G7 국가들을 제외한 G20 신흥국들은 동 기간
78건 증가에서 98건 증가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오프쇼링(offshoring)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해진 선진국들이 연달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업 기반 없이
탈산업화를 추진하였던 선진국들이 서비스업의 성장 혹은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2

도표 04

G7과 G20신흥국의 경제위기 전후 수입규제 조사 증가 건수
(단위: 건)

2007 금융위기 시 수입규제의 주체와 대상

5

179

9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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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11 재정위기 시 수입규제의 주체와 대상

11

14
65

78

48

118

G7
G20 신흥국

98

기타

30
9
조사국별 증가 건수

I

50
16

피조사국별 증가 건수

조사국별 증가 건수

피조사국별 증가 건수

Note: 1.  2006~2007년 대비 2008~2009년 AD/CVD/SG 증가 건수, 2010~2011년 대비 2012~2013년 AD/CVD/
SG 증가 건수.
2. G7: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3. G20 신흥국: 한국·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유럽연합의장국
출처: WTO

2

글로벌가치사슬로 본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KIET 산업경제 6월호(2014년), 김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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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가) 제도별 수입규제 현황
우리나라에 대해 2006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총
349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 반덤핑조사가 160건, 상계관세조사가 13건,
세이프가드조사가 176건으로 반덤핑조사와 세이프가드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글로벌 동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사가 조사를 개시하는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 다소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출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상계관세
조사는 별도로 개시되기보다는, 반덤핑조사와 함께 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계관세율은 보조금액을 수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수출액에 비해
정부보조금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 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
함으로써 수입국 국내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 05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 개시 현황: 제도별(2006~2016상반기)

(단위: 건)

반덤핑(AD)

상계조치(CVD)

세이프가드(SG)

총계

160

13

176

349

조사개시 건수
출처: WTO

나) 연도별 수입규제 현황
도표 06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 개시 현황: 연도별(2006~2016상반기)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上

총계

건수

24

21

19

34

29

24

47

44

45

37

25

349

출처: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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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해 연도별로 신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스무 건가량이던 것이 2012년부터는 매년 약 마흔 건가량이 꾸준히 개시되고 있다.
2007년, 대규모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활로를 모색했던 국가들이
2011년, 두 번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수입규제 조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현재 인도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를 가장 많이 개시하고 있다.
‘잠자는 코끼리’
라는 별명을 가진 인도는 막대한 잠재력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국가들 중 하나로 2012년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Digital
,
India’정책에 힘입어 국내산업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Make in India’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인 미국은 최근 4.5년간(2012~2016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해 20건의 조사를
신규로 개시했다. 이는 이전 5년간(2007~2011) 이루어진 조사 건수(8건)의 두 배가
수입규제 동향

넘는 수치다. 미국의 고용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하에서
앞으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도표 07

對한국 국가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2007~2016上)
198

I

(단위: 건)

31

127
23
8
13
1
5
1

20

인도

17

미국

14

인도네시아

12
11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93

기타 30여 개국

76

’07~’11

’12~’16上

출처: WTO, KITA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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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는
철강/화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추세의 중심에 서
있는 철강/화학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4.5년간(2012~2016上)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조사는 전체 조사개시 건수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5개년(2007~2011) 대비 3배가량 급증하였다.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 역시 이전 5개년 대비 최근 4.5년간 두 배 가까이 조사가
증가하였다.
도표 08

對한국 품목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2007~2016E)

34

’12~’16上

’07~’11

(단위: 건)

20

9

101

철강

12

6

11

127

35

27

23

12

11

10

14

198

화학

卑金屬     화학공업     플라스틱, 고무     기계류, 전기기기     목재, 펄프, 종이     방직용 섬유     기타

출처: WTO, KITA 종합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
16.4 고위급 철강회의, ’
16.7 G20 통상/재무장관 회의, ’
16.9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국제
사회는 해결책을 찾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급과잉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각 국의 이해가 다르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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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09

세계 철강 수요/공급 추이
(단위: 백만 톤)

수요     공급

1,670

1,650

1,630

1,620
1,560
1,528

1,537
1,488

1,515

1,439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처: 세계철강협회

다행인 것은 세계 조강 생산량이 2014년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2016년 8억 840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
대비 49.6%를 기록하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일본(6.4%),
인도(5.9%), 미국(4.8%) 순이며, 한국은 4.2%의 점유율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다. 글로벌 해법 모색 노력과 2005년부터 이어 온 중국 중앙정부의
수입규제 동향

과잉설비 폐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철강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국 철강업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6년에는 중국 조강 생산이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치는
등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013년 발표한“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I

있는 환경규제 법안 다수에 철강업이 오염발생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대기오염
규제가 강화되면, 생산설비 가동률 저하, 생산량 감소,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공급측 개혁성과의 가속화를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입규제 측면뿐
아니라 환경규제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논의를 진행할 때 다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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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 품목 및 국가별

(단위: 건)

국가

철강/금속

화학공업

섬유류

전기전자

기타

총계

전체

92(20)

53(16)

14(1)

8(1)

23(6)

190(44)

인도

9(2)

18(3)

3(0)

0(0)

2(1)

32(6)

미국

20(2)

2(2)

1(0)

3(1)

0(0)

26(5)

중국

1(0)

8(1)

2(0)

1(0)

2(1)

14(2)

태국

11(4)

0(0)

0(0)

0(0)

1(0)

12(4)

터키

1(0)

5(3)

4(1)

0(0)

2(1)

12(5)

브라질

3(0)

2(0)

2(0)

1(0)

2(0)

10(0)

캐나다

8(1)

0(0)

0(0)

1(0)

0(0)

9(1)

인도네시아

5(0)

2(1)

1(0)

0(0)

1(0)

9(1)

호주

6(0)

0(0)

0(0)

0(0)

1(0)

7(0)

기타

28(11)

16(6)

1(0)

2(0)

12(3)

59(20)

※ 괄호( ) 내 수치는 조사 중인 건수이며,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실제 규제 중인 건수임.
출처: KITA

도표10의 품목 및 조사 국가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철강에 대한 규제가
두드러진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외에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 수입
제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가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규제 방식으로 관세 인상, 관세 할당, 수입
제한 등의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로
인해 이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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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트럼프 정부의 최근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규제조치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인 열연·냉연에 고율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미 상무부 최종판정일
기준 각각 ’16.8과 ’16.7)
 열연강판의 경우 현대제철(9.49%),
포스코(3.89%) 반덤핑과세 확정, 냉연강판의 경우
현대제철(34.33%), 포스코(6.32%) 반덤핑과세
확정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해서도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보다 높은 수준의 마진율
확정(’17.7)
 넥스틸 8.04%에서 29.76%로, 현대제철
5.92%에서 16.26%로 상승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메모랜덤에
서명함(’17.4)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에 제정된 법 조항으로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무역제재(세이프가드)를 허용하고 있음

파급효과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對미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예상됨

 유정용강관은 미국 셰일가스와 유전개발의
특수품목이었으나 규제조치 이후 미국 내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한국 유정용강관 생산 업체에
부정적 영향 예상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이어 다양한 종류의
철강제품 모두에 추가적인 관세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

수입규제 동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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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WTO 협정상 수입규제
1. 반덤핑
2. 상계관세
3. 세이프가드

1

반덤핑

일반적으로 통상에서는 덤핑을 흔히
‘해외에서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현상’
,
즉 어떤 상품을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또는 투매를 덤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GATT 1994에서는 덤핑의 핵심 개념을“정상가치(Normal Value)”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상가치는 수출국
내에서 정상적인 거래 과정(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 거래되는 동종제품의
국내가격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란 수출국 기업이 정상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 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이다.
WTO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중 반덤핑제도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
도상국들까지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조치인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발동요건이 비교적 용이하다. WTO 협정은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실질적 피해보다 더 엄격한
의미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덤핑제도가
상대적으로 그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 수출기업이 자행하는
덤핑이라는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반덤핑조치 발동에
대한 훌륭한 정치적 동기를 제공한다.4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면 다자간 협정인‘WTO 반덤핑협정’
을 따라야
한다. 반덤핑협정의 정식 명칭은“GATT 1994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이다.
GATT 1994 중 제VI조는 수입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덤핑의 정의와 관세 부과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다소 기본적인
원칙들만을 담고 있어 각 국이 재량적인 해석·판단을 활용해 자의적으로 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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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춘삼, 신국제반덤핑법, 청주대학교출판부, 2000, p.3

4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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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컸다. 이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반덤핑 협상에서 선발 개도국들과 일부
선진국들의 노력에 의해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절충되어 본 협정이 타결되었다.5 반덤핑협정은 총
18개의 조(Article)와 두 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의
요건인 덤핑(2조) 및 피해(3조)의 판정뿐 아니라, 조사 절차와 각종 조사 방법론,
반덤핑관세의 부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도표 12

5

WTO 반덤핑협정의 구성

조항

제목

제1조

원칙
(Principle)

제2조

덤핑의 판정
(Determination of Dumping)

제3조

피해의 판정
(Determination of Injury)

제4조

국내산업의 정의
(Definition of Domestic Industry)

제5조

조사개시 및 후속조치
(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제6조

증거
(Evidence)

제7조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

제8조

가격약속
(Price Undertakings)

제9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nti-Dumping Duties)

제10조

소급
(Retroactivity)

제11조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
(Duration and Review of Anti-Dumping Duties and Price Undertakings)

제12조

판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
(Public Notice and Explanation of Determinations)

제13조

사법적 검토
(Judicial Review)

제14조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
(Anti-Dumping Action on Behalf of a Thir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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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김민서, WTO법론, 삼영사, 2006,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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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목

제15조

개발도상회원국
(Developing Country Members)

제16조

반덤핑관행위원회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제17조

협의 및 분쟁해결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제18조

최종 조항
(Final Provisions)

부속서 1

제6조 제7항에 따른 현장조사 절차
(Procedures for on-the-spot investigations pursuant to paragragh 7 of article 6)

부속서 2

제6조 제8항에 따른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
(Best information available in terms of paragraph 8 of article 6)

가) 덤핑의 판정
덤핑마진은‘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의 차이’
라고 정의한다. 정상가치는 국내판매
가격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3국
수출가격과 구성가치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수출가격의 경우 실제 거래된 가격
자체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낮은 반면, 정상가치는 그‘정상성’
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편차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반덤핑협정 2조는 정상성
판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① 정상가치(Normal Value)
반덤핑협정 2.2.1조와 주석5는 원가 미만 판매가 상당한 양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들 거래를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하지만 소량의 원가 미만 판매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되, 그 비중이 상당한(20% 이상)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석2는 정상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으로 충분한 거래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수출가격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격이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으로 반덤핑협정은 수입국 내에 판매된 수량의
5% 이상이 수출국 국내에서 거래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두 가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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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상거래’즉,‘정상성’
을 평가하기 위한 예시일 뿐, 이 외에도 비정상적인
거래라 판단되는 것은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적인 상거래 외에도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 더 존재한다. 바로“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인하여(because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수출가격과의 적정한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껏 적용된 바가 없었으나,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유정용
강관(이하, OCTG)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이를 최초로 적용, 국내에 큰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을 통과시킴으로써‘특별한 시장 상황(이하, PMS)’
을
적용할 수 있는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시킨 바 있다. 2016년 10월 있었던
OCTG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6
PMS 혐의를 개별적(individually)으로 검토한 결과, 생산과 직접 관련된 열연코일
원가가 비정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트럼프 정부에 들어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uncil)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PMS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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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고, 예비판정 이래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적인
증거나 의혹이 제기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는 4가지
PMS를 종합적(collectively)으로 검토한 후에, PMS가 존재한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미국은 OCTG의 원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연코일의 구매가격이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POSCO의 열연강판에 대해
결정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OCTG의 생산원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II

② 수출가격(Export Price)
덤핑마진 산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수출가격은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자(동일 그룹 내 계열사나 주주, 혈연관계 등)에
해당하거나, 보상협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왜곡되는 등 당해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6

4가지 PMS 혐의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중국산 열연코일이 저가로 수입되어 OCTG 원가를 왜곡하고 있음
2) 한국 내 열연코일 생산에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3) OCTG 원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열연코일 생산자와 OCTG 생산자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열연코일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4) 한국 정부의 전기 가격정책은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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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독립된 이해관계자에게 최초로 판매한 거래가격으로부터 당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구성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한
비용에는 수입국 내에서 추가가공을 수행함에 따른 가공원가를 포함한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 예외 없이 구성수출가격(CEP; Constructed Export Price)을 사용하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임의규정임을 들어 CEP 대신 당초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가격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공정한 비교(Fair Comparison)
이렇게 도출한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한다. 다만,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가 동일한 수준일 것을
전제하므로 반덤핑협정 2.4조는 수출가격과 정상가치 간 공정한 비교를 규정하고
있다. 비교 시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 출하시점의 단계로 환원)에서
가능한 한 근접한 시기의 판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조건, 세금,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기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차이들을 개별 건마다 적절히 감안해야 한다.
도표 13

덤핑마진 계산방법
판매가격
덤핑마진1) = 내수가격2) - 수출가격

내수
가격
평균

수출
가격
평균

원가

수량

수량
한국시장(생산국=수출국)

인도시장(수입국)

Note: 1 ) 2% 미만인 경우 미소수준(de minimis)으로 보아 반덤핑관세 부과하지 아니함
2) 엄밀한 의미에서“정상성 테스트를 통과한 내수거래의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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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수많은 거래가격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반덤핑협정 2.4.2조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가중평균
정상가치와 가중평균 수출가격을 비교(이하,‘A-to-A 비교’
)하거나 개별거래의
정상가치와 개별거래의 수출가격을 비교(이하,‘T-to-T 비교’
)하는 것이다. 이 두
방법은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어느 하나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조사기관이 조사대상물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비교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판매 활동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이루어진다.
주식회사는 매년 결산이 끝난 후에 주주들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IR자료(Investor Relations)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이“3초에 한 대 꼴로
우리 회사 제품이 판매되었다”
는 식의 문구이다. 이는 곧 연간 천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많은 거래들을 일일이 T-to-T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A-to-A 비교 방식이 적용된다. T-to-T
비교방식은 조선업과 같이 거래의 수 자체가 많지 않은 대형 수주산업의 경우에
이용된다. A-to-A 비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상가치의 경우에는 정상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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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후의 가치이므로 모든 거래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수출가격의
경우에는 모든 거래(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야
한다는 것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일관된 해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 여러
국가에서 적용하던 Zeroing 관행(덤핑마진이 부의 값을 갖는 거래를 부인하고
0으로 치환함으로써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덤핑협정 2.4.2조의 두 번째 문장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가중평균

II

정상가치와 개별거래의 수출가격을 비교(이하,‘A-to-T 비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 다른 구매자들(또는 지역들, 또는 기간들) 간 수출가격에 일정한 패턴이 있고,
ii. 그 가격차이가 상당한 크기라는 사실을 당국이 발견하고,
iii. 가
 중평균 대 가중평균 방식이나 거래 대 거래 방식의 비교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차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조문은 일정한 패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상당한 크기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적절히 고려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수입국 당국에 맡겨지게 된다. 미국은 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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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규정을 근거로 Pasta Test, Nails Test, Cohen’
s d Test 등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하여 Zeroing을 계속해 왔다. 미국의 논리는 Zeroing이 없다면 2.4.2조의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A-to-T와 첫 번째 문장의 A-to-A가 동일한 결과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2.4.2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④ Zeroing 논쟁, WTO세탁기분쟁(DS464) 결과
국내 전자업계는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명령에 적용된
Zeroing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WTO 제소를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미국이 이
사건에 적용한 표적덤핑 분석 방법은 Nails Test였는데, WTO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던 중 새로운 방법론인 Cohen’
s d Test7를 개발하여 적용함에 따라 이 또한
협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도표 14

DS464 진행 일정
최종적으로 결론이 확정되기까지 3년

실질적인 결론이 나기까지 2년 3개월
’13.2.15

’13.8.29

’14.1.22

’14.6.20

’14.9

’15.3

’15.4

’15.5

’15.11

’16.3.11

’16.9.7

’16.9.26

반덤핑
명령

협의
요청

패널
설치

패널
구성

FWS
제출

1차
패널회의

SWS
제출

2차
패널회의

예비
보고서

패널 보고서
회람

상소기구
보고서회람

상소기구
보고서채택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패널과 상소기구 모두 A-to-T 비교 시에도 Zeroing은
위법이라고 판결 내림으로써 더 이상 Zeroing 관행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상소기구가 심리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는데, 패널보고서에서‘패턴이 발견된
거래와 패턴이 발견되지 않은 거래 각각의 덤핑마진을 합산할 때 부의 덤핑마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고 한 부분이 그것이다. 이 사건의 결론을 받아들여 미국이
자국의 법과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행기간(Reasonable Period Time)은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7년 12월로 정해졌다.
따라서 미국이 동 판결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즉, 또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Zeroing과 유사한 관행을 지속할지 아니면, 완전히 Zeroing 관행을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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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s d Test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덤핑 제도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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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덤핑마진(Dumping Margin), 덤핑마진율(DM Ratio),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정상가치에서 수출가격을 차감하여 계산한 덤핑마진은 그 금액 자체로서 반덤핑
관세가 되기도 한다. 이를 종량세(unit tax) 방식이라고 한다. 제품 1개 혹은 1kg
등 수입 물량 1단위에 대해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을 경우 종량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방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율을 부과하는 종가세(ad
valorem) 방식이다. 종가세 방식을 취하려면 1단위당 금액으로 계산된 덤핑마진을
덤핑마진율로 전환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분모에 수출가격이 사용된다. 우리
나라는 CIF 기준 수출가격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FOB 기준 가격을 사용한다.
이는 각국의 일반관세 부과 관행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종가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덤핑마진율이 2% 미만인 경우, 덤핑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반덤핑협정 5.8조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형태의 반덤핑관세 부과방식이 있다. 최근 인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준가격 방법 혹은 참조가격(Reference Price) 방식이라고
한다. 기준가격 방식은 반덤핑협정 8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이행약속(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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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takings)을 본뜬 방식이다. 정상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덤핑관세로 징수하고,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반덤핑관세의 징수 자체보다는
수입가격이 수입국 내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II

나) 피해의 판정
반덤핑관세는 덤핑 사실뿐 아니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도 입증해야만 부과할 수
있다. 반덤핑협정 3.1조는 피해의 결정이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피해 결정 시 검토해야 할 일반적인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판정 시 아래와 같은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i. 덤핑수입물량
ii. 그 덤핑수입이 수입국 국내시장의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iii.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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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종류는 이미 발생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해가 임박한 경우를 의미하는 실질적 피해의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 그리고 아직 국내산업이 설립되기 전인 상황에서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설립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내산업 설립의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피해의 유형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 그 입증이
용이하다. 국내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시장점유율이
추락하는 등 가시적인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고, 심증에 의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다 주의를 요한다. 반덤핑협정 3.7조와 3.8조는 실질적 피해의 우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요소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요소들은
예시적인 것이나,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검토를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
i. 현격한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내시장으로의 두드러진 덤핑수입 증가율
ii. 수
 입회원국에 대한 덤핑수출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유롭게 처분가능할
만큼 충분히 큰 규모의 수출자의 생산능력 증가(또는 임박한 증가). 이 때, 추가 수출물량을
다른 수출시장이 흡수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iii. 수
 입물품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고, 추가 수입 수요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가격에 유입되는지 여부, 그리고
iv. 조사가 진행 중인 물품의 재고수량

마지막으로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덤핑수입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덤핑이 존재하고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 국내산업의 정의
반덤핑협정 4.1조는 국내산업을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 상품의 국내 총 생산량의 상당부분(a 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 총 생산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간혹 5.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50%를 초과’
하는 경우가‘상당부분’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으나, 5.4조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언급한 부분이지 국내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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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내산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은 동종물품(like product)이다.
반덤핑협정 2.6조는 동종물품을 조사대상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거나, 이러한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지만 조사대상물품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물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종물품의 결정에 있어
각국이 고려하는 요소들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물리적 특성, 소비자의 인식, 최종
용도와 대체가능성은 공통적인 고려요소로 포함하고 있다.8
도표 15

동종물품 결정 시 고려요소의 국가별 비교

미국(DOC)

미국(ITC)

EU

한국

① 물리적 특성
② 최종 구매자의
기대
③ 상품의 최종용도
④ 상품이 판매되는
교역경로
⑤ 상품이 광고되고
전시되는 방법

① 물리적 특성
② 상품에 대한
고객과 생산자의
인식
③ 상품의 최종용도
④ 유통경로
⑤ 대체가능성
⑥ 공통된 제조설비,
생산과정,
근로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인지
여부
⑦ 가격

① 주요 특성
② 소비자의 인식
③ 용도
④ 경쟁관계
⑤ 사용된 원재료,
화학적 성분

① 물리적 특성, 품질
② 소비자평가
③ 유사한 기능
④ 유사한 구성요소

중국
① 물리적 특성
② 소비자의 인식
③ 최종용도
④ 유통경로
⑤ 대체가능성
⑥ 생산과정, 설비,
기술
⑦ 가격
⑧ 기술적 특성,
화학적 특성
⑨ 생산자의 평가
⑩ 관세분류 번호

W
T
O
협
정
상
수
입
규
제

II

라) 조사절차
① 조사의 개시(Petition and Initiation)
반덤핑 조사는 제소자(국내산업)가 수출국 기업들의 덤핑 혐의를 서면으로 제기
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나 덤핑,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당국의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산업이 제출한
서면신청서(실무적으로는‘제소장 petition’
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에 의할
경우, 조사를 지지하는 국내산업의 생산량 합계가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한
8

이천기, WTO 반덤핑협정의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2012.12, 공정무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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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의 총생산량의 50%를 초과하여야만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 신청에
대해 찬성을 표한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물품의 수량이 국내산업 전체가
생산한 동종물품의 생산량의 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반덤핑관세의 부과 목적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내산업이
원하지도 않는 조사를 일부 국내 생산자가 독단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당국은 수령한 신청서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형식상/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당국은 조사
개시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수출국 정부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반덤핑협정 5.5조는 통지의 기한, 내용,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폴란드산 H-Beams 사건의 패널은
통지의 방식에 있어 구두(oral) 통지가 허용되고, 내용에 있어서는 접수된 사실만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하면서 이러한
모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WTO 규정을 보다 명확화할 수 있는 규정들을
추가반영 하였는데, 이를 WTO Plus Rule이라 한다. 한-인도 FTA 협정 2.14조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전까지 통지할 것을 정하였다. 반면, 한-미 FTA
협정은 통지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한편, 반덤핑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답변서의 제출(Responses)
반덤핑협정 6.1조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서 제출기간의 연장요청을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Preliminary Determination and Provisional Measures)
반덤핑협정 7.1조 및 7.3조에 따라 아래의 잠정관세 부과요건이 충족되면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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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5조(조사의

개시 및 실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였고, 그 결과를 공지하였으며,
이해당사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
ii. 덤핑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예비판정이 내려진 후여야 한다.
iii. 당국이 조사기간 중 야기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iv.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에만 취할 수 있다.

상기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잠정조치는 예비판정에서 계산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준에서 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개월
(교역량의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반덤핑협정 9.1조는 권고규정으로 반덤핑관세 부과액을 덤핑마진 전액으로
할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지 여부는 조사당국의 권한에 따른다. 다만 동
규정은 부과액은 덤핑마진과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를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라고 하는데, 이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조사당국이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6개월(교역량의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9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 최장기간이다. 반면, 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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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FTA 협정에서 최소부과원칙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장
9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④ 현장조사(On-site Verification)
수출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사전통지 후

II

현장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타국의 정부가 우리나라 내에서 무단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사를 받게 될
회사의 합의와 수출국 정부에 실사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⑤ 공청회(Hearing)
이해당사자는 조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덤핑 조사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체 조사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며 조사당국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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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반덤핑관세 부과(Final Determination and Final Measures)
예비판정 이후 추가질문이나 현장실사,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수취하거나, 기제공된 정보를 검증한 다음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정 결과, 덤핑과 피해가 존재하고 이들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잠정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예비적인 관세이므로 아직 확정액이 아니다. 최종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율에 따라 확정관세가 산정되는데 이 때 최종판정에서의 덤핑마진율은
예비판정 당시에 비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잠정관세는 본래 덤핑혐의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부과해서는 아니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분에 대해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율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추징한다면 수출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연유로 반덤핑협정 10.3조는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율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낮아진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하도록
정하였다.

⑦ 반덤핑관세 존속기간 및 검토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5년간 유효하다. 이를 일몰기한이라 한다. 반덤핑관세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부과가 종료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5년마다 일몰재심을 실시함으로써 관세 부과의 연장 혹은 중단을 결정하고 있다.
아래 세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세 부과는 중단되어야 한다.
i. 11.2조에 의한 반덤핑명령의 타당성 심사에서 반덤핑명령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i. 11.3조에 의한 반덤핑명령의 유지 심사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의 종료로 인해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iii. 조
 사(Investigation) 또는 11.2조 및 11.3조에 의한 가장 최근의 심사(Review) 이후 아무런
추가적인 심사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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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계관세

상계관세 조치는 WTO 회원국에 의해 반덤핑 제도 다음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상계관세 조치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아 그 지급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상계관세 제도에 대해서는 GATT 1947 XVI조와“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협정)”
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다. 보조금협정은
WTO체제의 전신인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의 VI조와 XVI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는 보조금의 정의 등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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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치가 불법 보조금 교부에 해당하는지 혹은 정부의 정당한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회원국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됐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보조금협정을 채택하기 위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WTO
부속협정의 하나로 보조금협정이 채택 되었다.
도표 16

II

보조금협정의 구성

조항

제목

제1조

Definiton of a Subsidy

제2조

Specificity

제3조

Prohibition

제4조

Remedies

제5조

Adverse Effects

제6조

Serious Prejudice

제7조

Remedies

제8조

Identification of Non-Actionable Subsidies

제9조

Consultations and Authorized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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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목

제10조

Applic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제11조

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제12조

Evidence

제13조

Consultations

제14조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 Subsidy in Terms of the Benefit to the Recipient

제15조

Determination of Injury

제16조

Definition of Domestic Industry

제17조

Provisional Measures

제18조

Undertakings

제19조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제20조

Retroactivity

제21조

Duration and Review of Countervailing Duties and Undertakings

가)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이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 혹은 기업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주체 간의 자본이 이동하는 경우 또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정당한 반대급부를 획득한 경우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수출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으로써 상계조치 대상이다. 수입국 정부는 금지보조금에 대하여 상계관세
조사를 거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직접적인 협의 요청을 거쳐
금지보조금의 철폐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제소에
비해 그 분쟁해결기간이 단축되어 적용된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출보조금이라
한다. 수출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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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수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
수출보조금은 그 자체로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수입대체보조금은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WTO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개발도상국 회원국은 5년 동안, 최빈개발도상국은
8년 동안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는 경과규정이 만료되어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수입대체 보조금 역시 그 자체로 수입국 시장에서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②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보조금협정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정적 효과란 (a)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것, (b)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양허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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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그리고 (c) 상대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 혹은 사건은 이 조치가능보조금과
관련된 것이다. 조치가능보조금이 갖는 부정적 효과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라면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으나,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양국 간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WTO 직접 제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조치가능(actionable)”
이란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행위로 인해

II

피해를 입은 국가가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특정성이 없어 조치가 불가하거나 혹은 특정적이지만 연구개발보조금, 낙후지역
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보조금이다.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연장적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2000년 1월 1일에 만료되었고, 이에 현재는 조치불가보조금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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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의 요건
보조금협정 1조, 2조 및 14조에서는 보조금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WTO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재정적 기여가“혜택(benefits)”
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특정 산업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재정적 기여
보조금협정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를 다음의 5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i. 정
 부로부터 민간 기업으로의 자금의 직접 이전: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 이전 경우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 참여 등) 또는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대출보증 등)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ii. 세
 입의 포기 또는 미징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경우이며
대표적인 예로, 세액공제가 있다.
iii. 사
 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WTO 패널과 상소기관은 상품을 현물혜택,
대체가능한 상품, 상품에 대한 권리 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재정적 기여가 있으며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철도, 고속도로, 항만, 통신시설 등)의 제공은
정부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민
 간주체의 위임 및 지시를 통한 보조금 제공: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정부가 특정 민간주체를 매개체로 하여 수출기업에게 재정적 기여를 주도록 위임·지시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된다.
v. 소
 득·가격의 지지: GATT 제16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있는 경우, 보조금
으로 간주된다.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토로부터의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도록 운영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② 혜택의 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수출기업이 어떠한 혜택도 입지 못했다면 이는
상계조치 대상의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혜택은 반드시 보조금을
수령한 수출기업이 향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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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성
보조금의 사용이 수출국의 기업 및 산업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고
특정기업에게만 한정될 때, 보조금의 성격상 특정성(Specificity)이 있다고 판단되고
상계조치의 대상이 된다.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선택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국제 교역상의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조금협정은 아래와 같이 특정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은 그 자체로서
무역왜곡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i. 수
 출당국의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ii. 수
 출당국의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수혜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iii. 외
 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ex.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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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 등)

다) 상계관세율 산정
상계관세율은 보조금이 초래한 총 경제적 혜택을 분자로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II

수출기업의 당해 연도 매출액을 분모로 하여 산출된다. 분모인 매출액은 보조금의
혜택과“관련된”매출액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수출 활동만 지원하는 특정 보조금일
경우 분모에는 해당 기업의 해당 연도 총 수출 매출액만 포함되고, 특정국가로의
수출에만 보조금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국가로의 매출액만 분모에 포함된다. 그 외
일반적인 경우 보조금은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을 분모에 적용시킨다. 이렇게 각 보조금 프로그램별로 관련된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율을 합산하여 수출자별 상계관세율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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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해의 판정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면 보조금의 교부 사실 외에도 실질적 피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상계관세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수입국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material injury)를 입었거나 임박한 피해의 위협(threat)이 존재하거나 산업 설립에
중대한 지연이 야기되었어야 한다. 이 내용은 반덤핑협정과 동일하다.

마) 조사절차
① 조사의 개시
상계관세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되며 서면신청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조사개시를 위한 국내산업의
지지 요건은 반덤핑협정과 같다.
i. 신
 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관한 기술.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서면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품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국내생산자를 명부로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해야 한다.
ii. 보
 조금이 부여되었다고 주장되는 상품에 대한 상세기술,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 명단
iii. 보
 조금의 존재, 금액, 및 성격에 관한 증거
iv. 국
 내산업에 대하여 주장되는 피해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하여 보조금효과를 통해
초래되었다는 증거

② 답변서의 제출
상계관세 조사 시 발송되는 질의서를 받은 수출국 정부, 수출자 및 생산자는 최소
30일간의 답변 기한이 주어진다.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기한 연장 역시
가능하다. 질문서는 보조금 지급 혐의가 있는 각종 정부 프로그램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운용현황, 그리고 조사 대상 기업의 일반 영업정보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덤핑 조사와 다른 점은 반덤핑 조사는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는 데 반해, 상계관세 조사는 수출국 정부와 수출기업을
동시에 조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보조금에 대해 정부와 수출기업이
통일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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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비판정
수출국 정부와 수출기업의 답변서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조사당국은
예비판정을 내리며, 이 때부터 잠정관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④ 현장조사
조사당국의 담당 조사관이 피조사국 정부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답변서에
포함된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반덤핑 조사의 경우 기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혹은 실재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보고하지 않은 보조금의 존재 여부, 즉, 완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사를 수행한다.

⑤ 최종판정
현지실사 후 조사당국은 여타 관련 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정에서 긍정(Affi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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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율이 미소마진 이상(1%)이고, 산업피해 역시 존재한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5년간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5년 뒤에는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통해 상계관세
부과조치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최종판결에서 보조금 부정(negative)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예비판정 이후 징수한 잠정관세는 해당 수입업체에게 환급되며
조사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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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이다.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일시적인 구제조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GATT 1947 XIX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하, 세이프가드협정)이
체결되었다.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이외에도 농업협정에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섬유협정에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만 동 조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산업이 수입품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세이프가드는
세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함으로써 외부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행위일지라도 불가피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로써
발동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보다 발동 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발동하여야 하고, 규제국은 관련 수출국에 협의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협정은 전문과 함께 14개의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이프
조치의 발동기간과 대상, 발동 절차, 대상국의 보복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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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7

세이프가드협정의 구성

조항

제목

제1조

일반규정

제2조

조건

제3조

조사

제4조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

제5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제6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및 검토

제8조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수준

제9조

개발도상회원국

제10조

기존의 제19조 조치

제11조

특정조치의 금지 및 철폐

제12조

통보 및 협의

제13조

감시

제14조

분쟁해결

부속서

제11조 2항에 언급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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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동 요건
① 수입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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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5년의 기간에 걸쳐 수입량의 추세를 검토하게 되는데 절대적인 물량의 증가뿐
아니라 상대적인 증가까지도 수입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협정은
수입증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아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해 Argentina-Footwear 사건에서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최근에 갑작스럽고 급격하며 상당한 규모의(recent enough,
sudden enough, sharp enough, significant enough) 수입증가가 발생했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수입의 증가 이외에, 당해 수입 증가가“예상치 못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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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eseen Developments)”
의 결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세이프가드협정이 아니라 GATT XIX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WTO 분쟁해결기구의 일관된 해석은 수입이 예상치 못한 요소 혹은 상황의
변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우려의 존재
‘심각한 피해’
의 개념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피해우려의 개념은 세이프가드협정
4.2조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급박하고 심각한 피해를 의미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아니된다. 한편, 세이프가드협정상
조사당국은 증가된 수입품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요소를
평가하고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예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라도 검토를 누락하면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세이프가드에서 피해의 판정은 반덤핑/상계관세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반덤핑/상계관세에서 산업피해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위협, 그리고 국내산업의 설립 지연 세 가지인데 세이프가드에서는
‘국내산업의 설립 지연’
이 그 요건에서 빠졌다. 다른 하나는 세이프가드상 피해
판정 시 가격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덤핑조사의 경우는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국 내 도입되는 가격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계관세조사의 경우는 보조금으로 인해 수출가격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격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는 가격 요건 없이 수입량의 증가 요건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격효과의 분석 자체는 피해 여부의
결정에 중요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가격효과 분석 역시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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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간 인과관계
세이프가드 협정은 GATT와 달리‘수입증가’
와‘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
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물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피해 판정을 내려져서는
아니된다.

나) 조사절차
① 조사
세이프가드의 조치 대상 물품은 반덤핑/상계관세가“동종물품(like product)”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수입품과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으로 그 범위가 다소 넓다. Korea-Alcoholic Beverage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동종상품을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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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범위의 상품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물품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 또는 이들의 총 생산규모가 해당 물품의 총 국내생산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조사기간에 관해서는 USLine Pipe 사건에서 패널이 수입증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대상기간으로 5년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기 외에 세이프가드협정은 반덤핑/보조금협정과 달리 상세한 조사절차를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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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GATT X조에 따라 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GATT X조 역시 무역에 관한 각국의 법, 규정, 제도 등을 신속하게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절차는
각국의 법과 관행을 따른다.

② 통보 및 협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행하려는 국가는 조사절차의 개시 및 그 이유, 피해판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및 연장에 관하여 WTO의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하려는 조치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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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수입국은 잠정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는 조치가 취해진
후 즉시 개시된다. 협의와 중간재검토를 통해 정한 보상의 형태와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정지는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를 통해 상품교역이사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③ 잠정조치
심각한 피해의 명백한 증거가 있고 판정을 늦출 경우 회복하기가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만한 결정적 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관세인상의 형식이어야 하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 방식에는 관세인상, 수량제한, 관세쿼터가 있다. 수입물량의
제한이 수반되는 수량제한이나 관세쿼터의 경우, 최종판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잠정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 이미 제한된
수량을 제한 이전의 상태로 돌린다 하더라도 이는 미래적으로 그 조치를 철회하는
것에 불과할 뿐 수출자들이 포기한 수출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는 수입물량 제한이 수반되지 않는 관세인상 방식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종판정에 따라 그 철회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잠정조치
기간 중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후속 조사를
통해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정될 경우 신속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는 반덤핑/상계관세의 잠정조치가 조사개시 후 60일 이후에
취해질 수 있도록 정한 것과 달리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는 세이프가드의 성격
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중대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④ 확정조치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물품의 출처(수출국)에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협정은 개발도상국을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조치
대상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 해당 개도국의 수출액이 해당 수입국의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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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라면 동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세이프가드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인 개도국들로부터의 수입품을 합한 것이 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조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FTA 체결국을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를 통해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Argentina-Footwear 사건에서는 GATT IIX
IV조가 세이프가드협정 2.2조(무차별 적용)의 예외로서 적용되려면 ⒜ 조치에서
제외된 국가가 애초에 조사대상에서 빠졌거나, ⒝ 조사대상에는 있었으나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US-Steel Safeguard 사건에서는 추가분석 없이 단순히 FTA 체결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국가를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조사대상과 적용대상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하여 US-Line Pipe 사건 상소기구는‘특정 FTA 체결국을
제외한 적용대상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2.1조와 4.2조의 발동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에만 상기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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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바탕으로 FTA 체결국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산업 피해를 방지하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량 제한은 통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수입량에 해당하는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평균수입량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II

세이프가드 조치는 4년까지만 허용되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되는 경우 4년을
추가하여 8년까지 조치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2년을 다시 추가해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FTA 협정에 세이프가드 규정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FTA상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터키 FTA의 경우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을
3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양자 간 세이프가드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자간 세이프
가드를 규율하는 세이프가드 협정과는 별개의 것이다.

49

⑤ 재검토
세이프가드 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적용기간 동안 관세율을 낮추거나 쿼터량을
늘리는 등 조치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재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조치를 철회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⑥ 재발동의 제한 또는 유예기간
동일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발동은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다만 몇몇 예외가 있는데 우선 조치를
취한 국가가 개발도상국인 경우,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기존 조치 기간의
절반의 경과만으로도 재발동이 가능하다. 즉, 개발도상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5년간 유지하였다면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한 물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외는 180일 이하로 취해진 세이프가드 조치로 이 경우
조치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재발동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5년간 2회에 한한다.

⑦ 보상과 보복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행위에 대한 비상적 조치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일정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국은 조치국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WTO 협정상의 양허나 의무적용의
정지와 같은 보복조치의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보복 조치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후 90일 이내에 발동되어야 하고, 상품교역이사회가 당해
보복조치에 대한 서면통지를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상품교역이사회가
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단,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 물량의 절대적 증가로
인하여 취해졌고, 그 조치가 WTO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효한 첫 3년 동안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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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 제도 및 절차
2. 사례 및 시사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관행이나 덤핑마진
계산방법들을 새롭게 개발 및 적용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 수단 중의 하나로
수입규제조치를 점차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1997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9 최근 20년 동안 총 557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인도(791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입규제 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글로벌금융위기 직전 해인 2006년 이후 미국이
개시한 반덤핑 조사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미국이 개시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78건으로 10년 전인 2005년과 2006년의
조사개시 건수 합계 20건 대비 네 배나 증가하였다. 상계관세의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 10년(2007~2016.06)간의 조사개시 건수(116건)는 이전 10년(1997~2006년 71건)
대비 약 70%가량 증가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200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던 세이프
가드를 2017년 상반기에만 두 건을 개시했다는 점이다.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조사가 그것이다. 또한 철강 수입의 미국 국가안보 위해 여부 관련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인데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10

도표 18

미국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7~2016.06)

(단위: 건)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계

반덤핑

15 36 47 47 77 35 37 26 12 8 28 16 20 3 15 11 39 19 42 24 557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6 12 11 7 18 4

5

3

2

3

7

6 14 3

9

5 19 18 23 12 187

1

-

-

-

-

-

-

-

-

1

2

2

1

-

-

-

-

-

-

-

7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9

WTO 반덤핑조사 개시 통계자료가 2017.07.27 현재 2016년 6월 말까지 수치만 집계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였음

10  수입 철강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WTO 협정에서 말하는
세이프가드와는 다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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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 이래11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은 국가는 중국이며
전체 484건 중 122건, 25%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44건, 7.5%이며, 그
뒤를 일본 35건(6%), 인도 34건(5.8%)이 잇고 있다.

도표 19

조사대상국별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6.06)

국가

중국

한국

일본

인도

건수

140

44

40

31

(단위: 건)

대만 멕시코 인니

독일 캐나다 남아공 터키 브라질 기타

총계

30

19

593

25

20

17

17

15

14

181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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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국-수입국 조합별 WTO 반덤핑조사 개시 통계자료가 2017.07.27 현재 1995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총계 기준으로만
제공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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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미국은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1930년 관세법(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mended), 이하“the Act”
), 미 연방규정(Section 351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19 C.F.R. 351”
), 그리고 행정조치문(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이하
“SAA”
)을 통해 내국법으로 법제화하였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다르지만,
알기 쉽게 the Act를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19 C.F.R. 351을“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시행령”
, 그리고 SAA를“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시행규칙”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각각의 법령은 미 상무부 내“집행 및 준수 국”
(Enforcement & Compliance, 이하
E&C) 홈페이지(https://trade.gov/enforcement)의“Law and Regulations”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F.R.은 www.ecfr.gov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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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역특혜연장법 2015(TPEA;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무역특혜연장법(이하, TPEA)은 최근 미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대표하는
법인 만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TPEA를 설명하기에 앞서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FTEA;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12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TFTEA는 2015년 5월 11일 발의된 법안으로 반덤핑명령
또는 상계관세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수입신고서류를 조작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정한 Ⅳ편과 반덤핑법/
상계관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Ⅴ편, 그리고 환율조작국의 경우 이를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출보조금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 Ⅶ편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Ⅶ편의 내용(환율조작국의 균형환율과 실제환율 간 차이를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수출보조금으로 간주)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고, 상원과 하원 간 이견이
있어 동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4일
발의되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무역특혜연장법안(TPEA)에, 최초 발의
시에는 없던 TFTEA의 V편을 6월 24일에 상원이 추가, 6월 25일 하원 승인, 6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같은 날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TPEA13 Ⅴ편에는
AFA(Adverse Fact Available) 적용 재량권 강화,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명문화 등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기법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①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
조사당국의 자료제출 또는 협력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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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게 입수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할 수
있다. TPEA에서는 이 경우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규정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다.
i. 정
 상가치와 수출가격의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을 수행해야 하나, 동 의무를 면제 (19 U.S.C.
1677e(b)(1)(B))

12  무역원활화및무역집행법안의 구성: Title Ⅰ–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 Title Ⅱ–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Title
Ⅲ–수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 Title Ⅳ–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회피, Title Ⅴ–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의
개정, Title Ⅵ–무역집행 및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추가규정, Title Ⅶ–환율조작, Title Ⅷ–관세의 임시적인 유예 및 감면을
위한 고려 시 절차, Title Ⅸ–기타 규정, Title Ⅹ–상계
13  무역특혜연장법의 구성: Title Ⅰ–아프리카의 성장과 기회 확대법, Title Ⅱ–특혜의 일반화된 시스템 적용 확대, Title
Ⅲ–Haiti에 대한 특혜세율 연장 적용, Title Ⅳ–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 적용, Title Ⅴ–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의 개선, Title
Ⅵ–특정 물품의 관세분류, Title Ⅶ–기타 규정, Title Ⅷ–상계

57

ii. AFA 사용 시에도 동 정보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으나, 덤핑마진율과 상계관세율을
이용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적용할 경우 동 의무를 면제 (19 U.S.C. 1677e(c)(2))
iii. AFA 사용 시 당해 조사 대상인 다른 기업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가장 높은 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19 U.S.C. 1677e(d))

② 실질적인 피해의 정의
산업피해 판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i. 국
 내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사실만으로 산업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없도록 규정 (19 U.S.C. 1677(7)(J))
ii. 수
 입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 추가. 단순히‘이익’
이
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매출총이익’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으로 세분하고,‘채무상환
능력’
과‘총자산이익률’
을 고려 대상에 추가 (19 U.S.C. 1677(7)(C)(iii)(I))
iii. 조
 사대상물품이 중간재인 경우 당해 중간재의 수입국 내 판매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하방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중간재를 하방
제품 생산에 투입할 수도,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에 판매된 중간재는
다시 하방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는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외부에 판매된
중간재를 재구매하여 하방 제품 생산에 투입한 경우에도, 당해 중간재 판매시장의 악화만으로
산업피해를 판정할 수 있게 됨. (19 U.S.C. 1677(7)(C)(iv))

③ 특별한 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내수 판매거래를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함으로써 덤핑마진이 증가할 리스크가 커지게 되었다. 기존에는 비정상적인
행태의 관계사 간 거래(Arm’
s Length Test)와 원가미만으로 판매한 경우(Below Cost
Test)에만 이들 거래를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나,“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라고 조사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들 거래를 제외시킬 수 있게
하였다.“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사당국의 재량권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19 U.S.C. 1677(15)(C))

④ 가격과 원가의 왜곡
과거 원가미만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조사를 요청했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조사
당국이 재량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 U.S.C. 1677b(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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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발적 답변자의 수 축소를 통한 상무부의 업무부담 완화
조사당국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자발적 답변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19 U.S.C. 1677m(a)(2))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발적인 답변을
하고자 하여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출자들 중 일부는 고유의 덤핑마진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All Others Rate을 적용 받을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두 개의
의무답변자 중 하나의 답변자에게 AFA를 적용함으로써 All Others Rate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였는 바, 기타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다) 유관기관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①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1916년 임시기구인 관세위원회의 설립을 시작으로 1974년 지금의 ITC로
개편되는 동안, 미국통상정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수입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ITC는 미국의 대외무역이
국내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ITC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법률, 경제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산업별 전문가를
보유하면서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 기관이지만,
정책결정, 사법심사 또는 협상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타국과의 협상은

III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s)가 담당한다. ITC가 수행하는 상세
기능은 아래와 같다.
i. 수
 입으로 인한 피해 조사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와 관련한 산업피해 여부 판정, 세이프가드
조치여부의 결정 및 대통령에 대한 건의)
ii.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수입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iii. 산업 및 경제적 분석
iv.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정보 제공
v. 무역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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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와
8개의 실무조직실을 두고 있다. 이 중 운영실은 조사실, 경제실, 산업실, 관세 및
무역협정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실 및 분석·연구실 6개로 구성된다.
도표 21

국제무역위원회 조직도

출처: https://www.usitc.gov/press_room/documents/usitc_organization_chart.pdf

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 3인으로 구성되며, 3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9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18개월 단위로
교차하여 임명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과
같은 당 출신이 선임될 수 없다.

②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 / 국제무역행정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집행준수국(E&C; Enforcement & Compliance)
대부분의 국가에서 덤핑마진/보조금율과 산업피해는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미국은 산업피해 부분을 따로 떼내어 ITC에 일임하였다. 덤핑률의 산정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반덤핑제도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은 DOC가 수행하고
있다. DOC는 장관과 부장관 각 1명과 5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농업분야를 제외한
경제의 실물부문 전체를 관할하는 매우 광범위한 조직으로 장관은 상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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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중에서 덤핑의 방지와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전반적
권한과 책임을 무역차관 책임 아래에 있는 ITA에 위임하였다.
ITA는 1905년 공업국으로 시작되어 1977년 산업무역행정청으로 바뀌었으며,
1980년 무역행정 중심의 국제무역행정청으로 전환되었다. 국제무역행정청은
무역과 투자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법과 관련 협정의
집행을 담당한다. 산업무역투자청은 집행준수국(Enforcement and Compliance,
E&C), 산업분석국(Industry and Analysis)과 글로벌마켓국(Global Markets) 3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E&C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DOC 혹은 상무부라고 칭하는 것은 E&C를 의미한다.
상무부 조직도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도표 22

III
출처: https://www.commerce.gov/sites/commerce.gov/files/media/files/2015/docorgchart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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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청(CBP; Customs & Border Protection)
미 관세청은 미국 역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관세청은 DOC가 결정한 반덤핑/상계관세를 직접 징수하고, 관세의 정산
(Liquidation)을 보류하고, 또 확정관세로 정산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고율의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우회덤핑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개시 초기에는 관세청에서 수집한 생산자-수출자-수입자별 수입물량
정보를 수집하여 DOC에 제공하기도 한다. DOC는 이 수입무량 정보를 조사
초기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무답변자(Mandatory Respondents)를
선정하는 데 활용한다.

④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연방순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조사당국의 처분에 항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동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WTO 절차는 협의, 심리와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거쳐 판결의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행정처분을 얻어내는 데에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동 기간을 감내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국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새로운 분쟁해결절차(이행패널의 설치)를 따라야 하므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거나 실질적인 보복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조사당국의 처분에 항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반덤핑협정 13조에
따라 수입국 내에 마련된 자발적인 심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CIT를
통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 DOC 또는 ITC의 결정이 연방관보
(Federal Registrat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환장(summons)을 제출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소장(complaints)을 제출하게 된다. www.cit.uscourts.gov의
“Slip Opinions”메뉴에서 법원의 최종판결문 공개본을 확인할 수 있다. CIT의
판결에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 법원인 CAFC에 항소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홈페이지(www.cafc.uscourts.gov)의“Opinions & Orders”메뉴를 통해 최종
판결문 공개본을 조회할 수 있다.

62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CIT든 CAFC든 미국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소송
제기 이전, 조사당국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해 주장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반덤핑 조사 혹은 산업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불법 혹은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항변하고 그
항변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 CIT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법원은 심리 자체를 거부하고 사건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은 DOC 조사의 경우 Case Brief나 Rebuttal
Brief를 통할 수 있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청회 기록은 속기사가
기록하여 문서로 등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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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덤핑 조사절차
미국의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이 DOC와 ITC가 병렬로 수행하고 있다.
도표 23

미국의 반덤핑 조사절차

반덤핑 청원

160일 이내
(50일 연장
가능)

20일 이내

미국상무부

조사여부 결정

국제무역위원회

45일 이내

통보

산업피해 예비판정
반덤핑 예비판정

통보

반덤핑 최종판정

통보
통보

ITC 최종판정 7일 이내

III

120일 이내
(DOC 예비판정
긍정 시)

75일 이내
(60일 연장 가능)

산업피해 최종판정

75일 이내
(DOC 예비판정 부정 시)

반덤핑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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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소장 접수
국내산업(통상‘제소자 Petitioner’
라고 함)이 반덤핑 조사신청서(통상‘제소장
Petition’
이라고 함)를 상무부에 접수하고 같은 날 ITC에 복사본을 제출하면
상무부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대상기간(POI;
Period of Investigation)은 제소장이 접수된 날 이전 4개 분기이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에 제소장이 접수되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가 조사대상기간이 되며,
이 기간 중의 판매 및 원가 정보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ACCESS라 불리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접수된 제소장과 수출자, 각각의 법률대리인, DOC가
제출한 모든 문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기밀
정보들이 포함된 BPI(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문서들은 APO 제도에 따라
등록한 자만 열람이 가능하다.
APO(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제도란 특정 기업의 기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자들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해당 정보들(답변서, 질의서, 판정문, 보고서 등)을
배포하며, 동 정보를 열람한 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기업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음을 신고(Entry of Appearance)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에 신고(APO Application)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소자의 대리인은 수출자의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동 정보를
제소자에게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APO 제도를 통해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들만 기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제소자와 수출기업 간 싸움이라기보다는 제소자 측 대리인과 수출자 측 대리인
간 싸움이 되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 어떤 자문사를 선정하느냐가 전체 조사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문사의 과거 실적, 평판, 네트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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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4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문서관리스템; ACCESS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상단 검색창에 조사번호(Case No)를 입력하고“Quick Search”버튼을 누르면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문서만 조회할 수 있다. Case No.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A-580-000과 같은 형식이다. A는 반덤핑조사(AD; Anti-Dumping)를,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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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조사(CVD; Countervailing Duty)를 의미한다. 그 다음 580은 국가코드로
한국을 의미한다. 참고로 중국은 570이다. 마지막 세 자리 숫자는 일련번호이다.
Case No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위 화면의 좌측에 위치한“Search”메뉴로
들어가서“Case List”
라고 쓰여진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New Petitions”메뉴에서는 최근에 접수된 제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제소장은 1,000페이지를 넘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우리 회사가 반덤핑 조사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제소장에 기재된
조사대상물품을 우리 회사가 수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제소장에는
조사대상물품을 정의하면서 관련 HS Code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HS Cod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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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목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어서 당해 HS Code를 수출한 이력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줄글로 묘사된 조사대상물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예를 들면, 품목분류 위반에 따른 과징금
혹은 우회덤핑 혐의)을 방지할 수 있다.
제소장이 접수되면 미국 변호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이메일 혹은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이나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내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해서 연락하기도 한다. 반덤핑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은 공식적으로 제소장의 공개버전(Public
Version)이 ACCESS에 업로드 된 시점이지만, 어떤 물품이 조사대상인지는 루머를
통해 보다 빨리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제소장이 1,000페이지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제소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활동에는
제소장 접수가 거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 상무부 조사관과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제소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내 다른 생산자들의 동의를 구하러 다닐
수도 있다. 혹은 제소장을 준비하기 위해 이코노미스트나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시장에 루머를 흘리게 마련이다. 제소자들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사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들 경쟁사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 즉, 고객사들은 이러한 정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해서도 루머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비즈니스 일선에서 시장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② ITC 예비 산업피해 질문서 발송
제소장 접수와 함께 ITC의 예비조사 절차(Preliminary Phase)가 개시된다.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working days) 뒤, ITC는 산업피해 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발송한다. 질문서의 내용은 회사의 기본적인 수출량과 가격 정보이며, 답변기한이
1~2주일로 비교적 짧은 관계로 회계사나 변호사 등 자문사 없이 기업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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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개시
조사가 개시되면 관련 요약정보와 예상 일정을 DOC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대부분의 절차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아니라, 당해 결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나, 조사개시의 경우에는 제소장 접수 후 20일 내에
결정을 내리자마자 효력이 발생한다. 조사개시 사실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은
결정된 날로부터 7일가량이 소요된다. 제소장 접수에서부터 조사개시 결정까지의
기간은 최장 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도표 25

조사개시/판정 관련 Fact Sheet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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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6

조사 개시 공고 관련 Fact Sheet

④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ITC는 DOC의 조사개시 여부 검토와 무관하게 예비 조사를 시행하며,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또는 조사개시일부터 25일 내에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 ITC가 부정(Negative) 판정을 내리는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⑤ 의무답변자 선정
조사기관은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해야
하지만, 수출자나 생산자 등의 수가 많아 조사당국의 부담이 가중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답변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선정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수출물량 기준으로 1~2위
업체들을 의무답변자(Mandatory Respondents)로 선정하는 것이 최근 관행이다.
i. 선
 정 시점에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제품의 표본; 또는
ii. 합
 리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출
업자 및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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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DOC 덤핑 질문서 발송
덤핑마진 사전에 필요한 질문서는 ITC 예비판정으로부터 5일 뒤 발송된다. 조사
개시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과거에는 질의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기
때문에 질문서의 발송으로부터 수취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
연유로 발송일로부터 7일 뒤를 수령일로 간주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30일간의 답변
기한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전자 파일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재에는 질의서
발송일(=수령일)로부터 37일가량이 주어지는 셈이다.
최초 질문서 대한 답변을 작성해 보면 그 분량이 2천 페이지가 넘는 게 보통이어서
37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다 해도 DOC의 다른 스케줄상 신청한 대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2주 내지는 3주일가량이 추가되는 수준에 그친다. 질문서를 수령한 다음부터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박한 시일에 맞추느라 자료의 정합성이 훼손된
채로 답변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0페이지가 넘는 답변서의 맨 앞
장에서부터 맨 뒷 장까지 모든 주장과 근거들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제출받은 DOC 조사관들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모든 사안을 볼 때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 추가답변을 통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일부 치명적인 실수가 발견된다면 바로 AFA(Adverse Facts Available)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도 잘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실수가 증가하면서 AFA 적용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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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제소장이 접수된 직후부터 바로 답변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DOC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표준 질문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받게 될
최초 질의서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소장 접수부터 질문서를
수령하기까지 50일에 가까운 시간을 활용해 미리 답변서를 작성한다면 AFA 적용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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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7

반덤핑 표준 질문서가 게재된 페이지 화면

출처: http://enforcement.trade.gov/questionnaires/questionnaires-ad.html

모든 답변서의 제출기한이 동일하지는 않다. 기업 지배구조나 전산시스템,
취급하는 품목 등 기업의 일반사항을 묻는 Section A 질문서에 대한 답변 기한이
나머지 질문서에 비해 2~3주가량 빠른 것이 보통이다. 답변서는 아래와 같이
총 5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미국 내 추가가공이 없다면 Section E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최초 질문서에 답변한 것을 실무적으로는 원답변(Original
Responses)이라고 한다.
i. Section A: 기업 일반사항
ii. Section B: 내수판매
iii. Section C: 수출판매
iv. Section D: 생산원가
v. Section E: 미국 내 추가가공원가

이후 원답변 상에서 의미가 모호하거나 관련 증빙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DOC는 추가질문을 발송한다. 추가질문은 그 발송시기가 특정된
것은 아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기한은 원답변보다는 현저히 짧다. 보통 2주,
짧게는 3일 내에 답변하라는 요구가 있기도 한다. 추가질문서의 내용은 제소자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수출자가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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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면 제소자(엄밀히 말해, APO를 신고한 제소자 측 대리인인 회계사, 경제학자
또는 변호사)는 답변서와 덤핑마진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놓는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모순된 내용,
그리고 덤핑마진을 높이기 위한 각종 계산방법들이 주된 공격 대상이다. 제소자는
이러한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추가질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DOC
조사관들은 제소자가 예시한 추가질문들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기업은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특정 정보가 기밀정보(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꺾은 괄호(bracket; [ ]) 안에 기재한다.
동 정보는 본래의 값 혹은 내용을 지우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최소한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요약, 인덱스화 등을 거쳐 공개본(Public Version)으로 제출된다.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기밀정보가 담긴 문서는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나, 공개본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⑦ DOC 덤핑 예비판정
제출된 답변서와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DOC는 덤핑마진을 계산하여 공개한다.
예비판정은 조사개시 후 140일 이내(연장 시 1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비판정일이 7월 31일인 경우, 기업들은 예비판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해
7월 31일 밤을 지새곤 한다. 하지만, 7월 31일은 DOC 내부적인 결정을 내리는
날이고, 법률 대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다음 날 정오쯤(미국 동부
표준시. 즉, 워싱턴 D.C.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8월 3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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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경이 된다. 이 시각에도 알 수 있는 내용은 덤핑마진율 정도일 뿐이다.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쳤고, 어떤 주장이 부인 당했는지는 Decision Memo나 Calculation
Memo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다. 이들 Memo를 받는 데에는 1~7일가량이
소요된다.
예비판정 후 7일 뒤에는 동 판정 결과가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동 일자를
시작으로 잠정조치가 취해진다. 잠정조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관행적으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DOC는 이 날부터 덤핑마진이 2% 이상인
모든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청산(Liquidation)을 보류(Suspension)시키고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대로 관세를 예치하라는 지시를 관세청(CBP)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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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ITC 확정 산업피해 질문서 발송
DOC의 긍정(Affirmative; 덤핑 혐의가 존재한다는) 예비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ITC의 확정조사 절차(Final Phase)가 개시된다. 통상 예비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약 40일 뒤에 질문서가 발송되고, 그로부터 약 30일
간의 답변기간이 주어진다.

⑨ 현장실사(Verification)
예비판정은 수출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의거하여 내려진다. 이후 답변서의 내용의
진실성, 실재성, 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보통 한국
내수판매(Section B)에 1주일, 생산원가(Section D)에 1주일을 할애하며, 미국 내
자회사가 개입되어 있거나(Section C) 미국 내 추가가공이 있는(Section E) 경우에는
미국 자회사에서 추가로 1주일간 실사를 수행한다. 미국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수판매에 대한 실사 시 수출판매를 함께 실사한다.
현장실사의 목적은 기 제출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이므로 추가적인 정보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조사관이 요구하는 정보는 제출이 가능하다. 실사 첫 날에는 기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중 사소한 실수들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이를 Minor
Error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 당해 에러가 사소한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
역시 부인 당할 수 있다. 최근 조사의 강도가 거세어 지면서 Minor Error의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실사 중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은 기업의 구매부터 생산, 재고보관활동과 물류,
그리고 판매활동과 수금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에 관한 증빙들이다.
이들 증빙은 기업 내 여러 부서가 각기 맡은 영역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사 중에는 이들 담당자들을 실사장에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조사관들이 실사 중 하는 질문들은 사소한 것도 있지만 기업의 실제 상황과
이유들을 묻는 것이 많아서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과거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도 있고, 과거 사건이어서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조사관의 질문을 적절한 시간 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미검증 항목으로 분류하고 AFA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 전사적인 관심과 민첩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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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가 종료하면 1~2개월 뒤에 실사보고서가 공개된다. 실사 시 발견된 오류나
이슈사항들이 기재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⑩ DOC 덤핑 최종판정
최종판정은 DOC 예비판정 이후 75일 이내(60일 연장 가능)에 이루어진다.
예비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판정에서 마진은 각각의 회사에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잠정조치에 따른 반덤핑관세 예치액은 예비판정 시 결정된 덤핑마진율이
적용되다가 최종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는 확정판정 시 결정된 덤핑
마진율로 변경적용된다.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⑪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ITC의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상무부의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모두 긍정인 경우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 후 45일 이내 또는 예비
판정이 부정이나 최종 판정이 긍정인 경우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 후 7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ITC 위원들의 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판정하면
ITC는 투표 결과를 DOC에 통지하고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확정 반덤핑관세는 동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적용된다.

⑫ 반덤핑명령(A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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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는 ITC의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덤핑명령을
내린다. 확정반덤핑관세는 ITC 최종판정문의 관보 게재일로부터 부과되므로
반덤핑명령 자체의 의미는 크게 없는 편이다. 다만, 연례재심의 각종 기간을 계산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의미는 존재한다.

⑬ 반덤핑 조사 원심일정 실제 사례
<도표28>는 한국산 하단냉동고형냉장고(BMFR; Bottom Mount Combination
Refrigerator-Freezers) 조사의 실제 일정들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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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8

A-580-865 사건 반덤핑 조사 일정

A-580-865 사례

사건

개요

’11.3.30

제소장 접수

제소장 접수

’11.4.19

조사개시

제소장 접수 후 20일(40일까지 연장 가능) 내에
조사개시

’11.5.16

ITC 예비판정

무역위원회가 부정(negative determination)판결 시
케이스 종료

’11.5.20

최조 질의서 발송

무역위원회 투표 5일 후

’11.6.29

Section A 답변

’11.7.22

Sections B, C, D, E 답변

최초 질의서 수령일(발송 후 7일)로부터 최소 30일

’11.10.26

DOC 예비판정

AD 조사 개시 후 140일 이내( 조사개시 후 19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11.10.26

예비판정 결과 배포

’11.11.2

예비판정 결과 공고

예비판정 후 7일

’11.11.29

Verification

예비판정에서 검증까지 28일이 소요된다고 가정

’12.2.23

공청회

예비판정 공개본 공고 후 30일

’12.2.9

Case Brief 제출

예비판정 공개본 공고 후 50일

’12.2.16

Rebuttal Brief 제출

Case 요약본 접수기한 후 5일

’12.2.23

공청회

반박 요약문 제출 후 2일

’12.3.23

DOC 최종판정

예비판정 후 75일(예비판정 후 135일까지 연장가능)

’12.3.26

최종판결문 배포

’12.5.9

ITC 최종판정

무역위원회가 부정(negative determination)판결 시
케이스 종료

AD Order 공고

무역위원회 최종판결 후 7일

-

⑭ 연례재심(Administrative Review)
미국은 유일하게 소급적 기초(retrospective basis)에 따라 관세를 정산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소급적 기초의 반대되는 개념은 전망적 기초(prospective
basis)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망적
기초에 따른다 함은 반덤핑 조사를 통해 결정된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징수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소급적 기초에 따른다 함은
최종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율은 임시로 예치하는 관세율일 뿐, 관세를
예치한 기간에 대한 실제 덤핑의 정도를 재계산해서 이 재계산된 덤핑마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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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예치했던 관세를 실제 덤핑마진율로 정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산을
위해 덤핑마진율을 매년 재계산하는 절차를 연례재심(Annual Review) 혹은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이라고 한다.
반덤핑명령이 내려진 달을 Anniversary Month라고 하며, 재심 신청은 이
Anniversary Month 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 신청은 수출자뿐 아니라 제소자도
할 수 있다. 수출자가 재심 신청을 하는 이유는 덤핑마진율을 낮추려는 것이고
제소자는 높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전에
결정된 덤핑마진율이 적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재심 절차 없이 이전에 예치한
관세가 그대로 확정/정산(Auto Liquidation)된다.
재심 대상 기간(POR; Period of Review)은 Anniversary Month의 직전 1년이다.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Anniversary Month가 3월이라고 가정하면, 2017년 3월에 신청하는 재심의
POR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가 된다. 다만, 1차 연례재심의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취한 기간이 POR에 포함된다. 잠정조치는 6개월가량 지속되므로 1차
연례재심의 경우에는 예비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어 잠정조치가 취해진 날로부터
Anniversary Month의 직전 월까지, 약 18개월이 1차 POR이 되는 것이다.
재심의 예비판정은 재심이 요청된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2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판정은 예비판정 결과가 공고된 이후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원심과 재심의 차이점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i. 실
 사: 원심은 특별한 상황(수출국이 테러나 전염병 등으로 위험해진 상황 등)이 아니면 실사를
수행하나, 재심의 경우에는 매년 수행하지 않는다. 최근 2개 재심에서 실사를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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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3년차에는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심의 경우 예비판정 이후에 실사를
수행하나, 재심의 경우에는 예비판정 이전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ii. S
 ection D 담당 조사관: 원심의 경우에는 미 상무부 내 Office of Accounting 소속의 회계사가
조사관으로 배정되나, 재심의 경우 판매 담당 조사관이 원가 답변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답변서를 비전문가가 보아도 알기 쉽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 덤
 핑마진 계산방법: 원심에서는 조사대상기간(POI; Period of Investigation) 전체 가중평균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데 반해, 재심에서는 월별로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을
비교한다. 수출 거래와 동일한 월에 내수판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월의 정상가치와
비교하고, 익월도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익월을 비교하게 된다. 수출 거래가 발생한 월과 그
이후 2개월에도 내수 판매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을 가까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수출 거래가 발생한 월, 이후 2개월, 직전 3개월을 합해 6개월 간의
내수거래가 비교될 수 있는데, 이를 6 Month Window라고 한다. 그에 따라 수출거래는
POR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내수 거래는 POR과 이후 2개월, 그리고 직전 3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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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서 총 5개월을 추가로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전 재심에서
보고한 이후 2개월과 POR 마지막 3개월은 다음 재심의 보고대상이 되므로 상이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도록 일관성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직전 보고 내용과
이번 재심에서의 보고 내용이 다를 경우 데이터 조작으로 의심 받아 AFA를 적용 받을 우려가
있다.

⑮ 신규수출자 심사(New Shipper Review)
‘신규수출자심사’
란, 반덤핑 명령이 이미 발효 중인 제품을 미국으로 처음 수출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All Others Rate의 반덤핑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 고유의 덤핑마진율을 별도로 산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이다.
신청자격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얻을 수 있다. 연례재심 대비
약 3개월 단축된 조사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에 심사를 마무리 짓고 당해 수출자
고유의 덤핑마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 원심 조사대상기간(POI; Period of Investigation) 중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적이 없어야 한다.
ii. POI 중 미국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기업과 특수관계(Affiliate)가 없어야 한다.
iii.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Exporter) 또는 생산자(Producer)이어야 한다.

신규수출자심사(이하“NSR”
)는 최초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Anniversary Month와 그 이전 5개월 중 New Shipper Review를 신청하면,
Anniversary Month의 익월에 심사를 개시하게 되며, 이 때 심사대상기간(POR;
Period of Review)은 Anniversary Month의 전월부터 시작하는 과거 12개월이 된다.
2017년 2월이 Anniversary Month인 반덤핑 명령에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NSR을 신청하게 되면 2017년 3월에 NSR 조사가 개시되며, 그 대상기간(POR)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가 된다. 앞서 연례재심의 POR이 Anniversary
Month의 직전 1년이라는 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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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9

Anniversary Month와 그 이전 5개월 중 신청 시 POR과 심사 개시
Semi
Anniversary

Anniversary
Mont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Anniversary
Month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Review 신청
Review 개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 POR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Semi-Anniversary Month (Anniversary Month+6개월)와 그 이전 5개월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Semi-Anniversary Month의 익월에 심사가 개시된다. 이 때 POR은 SemiAnniversary Month의 전월부터 시작하는 과거 6개월이 된다.

도표 30

Semi-Anniversary Month와 그 이전 5개월 중 신청 시 POR과 심사 개시
Semi
Anniversary

Anniversary
Month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Anniversary
Month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Review 신청

III

Review 개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POR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등 기타 절차는 연례재심과 동일하며, 예비판정 이전에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심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80일 내 예비판정(Extraordinarily
Complicated 한 경우 300일로 연장 가능)을 내리며,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90일
내 최종판정(Extraordinarily Complicated 한 경우 150일로 연장 가능)을 내리게
된다. 확정판정의 공고와 함께 과거 정산이 유예(Suspension of Liquidation)되었던
통관분에 대한 정산명령(Assessment)이 내려지면서, 향후 동 덤핑마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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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예치(Cash Deposit)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기존의 다른 수출자들에 대한
연례재심 일정이 별도로 있는 바, 신규수출자가 당해 NSR 일정과 연례재심 일정을
일치시켜도 좋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연례재심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연례재심 개시 공고일로부터 245일 내 예비판정(365일로 연장 가능),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120일 내 최종판정(180일로 연장 가능, 예비판정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300일로 연장 가능)을 내리는 것이다.

상황변동 재심(Changed Circumstance Review)
수출자의 덤핑수출 중단, 시장변화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되었거나,
회사명의 변경, 신기술개발로 제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원심 당시의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들이 재심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변화된 경우, 상황변동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에 따라 DOC와 ITC는 덤핑마진 또는 피해에
관한 판정 또는 중지합의에 대한 재심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변동재심은
충분한 상황변화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서 연례재심과는
달리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하다. DOC와 ITC는 원심에서 고려되었던 상황들을
사건별로 검토하여 그러한 상황이 상황변동재심을 정당화할 정도로 변화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재심을 개시하게 된다. 충분한 증거와 함께 상황변동재심
신청이 접수되면 45일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개시 후 270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몰 재심(Sunset Review)
일몰재심이란 반덤핑조치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동 명령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심사를 의미한다. 일몰재심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반덤핑명령은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은 법으로 일몰재심이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하였다.14 여타 재심과는 달리 특정 기업이 아닌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해 수행하며, DOC와 ITC 모두가 각각 반덤핑 조치의 철회가 덤핑과 산업피해를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정을 내린 경우에만 반덤핑 조치가 유지된다.
ITC는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 투자자본수익률, 생산능력
등의 감소 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조달 능력, 투자 등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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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산업의 성장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업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여부를 판정한다.
DOC는 반덤핑조치 발효 전후의 수입물량추이와 일몰재심기간 동안의 조사
및 재심에서 확정된 덤핑마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덤핑의 지속 혹은
재발 가능성을 평가한다. 하지만 반덤핑조치 발효 후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이
중단되었거나, 수입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미소마진(원심의 경우 2% 미만이나
재심의 경우 0.5%가 기준임) 이상으로 덤핑이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덤핑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 상계관세 조사절차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① 조사일정
상계관세 조사는 단독으로 개시되지 않고 반덤핑 조사와 병행하여 개시된다.
상계관세 조사는 반덤핑 조사에 비해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까지의 기간이 75~120일
가량 짧다. 하지만 예비판정 이후 반덤핑 조사와 일정을 조율(Alignment)해서
최종판정을 같이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도표 31

미국 상계관세 조사절차

상계관세 청원
20일 이내
85일 이내
(50일 연장
가능)

미국상무부

조사여부 결정

국제무역위원회

III

45일 이내

통보

산업피해 예비판정
상계관세 예비판정
75일 이내
(60일 연장 가능)

상계관세 최종판정
ITC 최종판정
7일 이내

통보

120일 이내
(DOC 예비판정
긍정 시)

통보
통보

산업피해 최종판정

75일 이내
(DOC 예비판정
부정 시)

상계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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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대상기간
상계관세조사의 대상기간(POI)은 제소장 제출 직전 연도(Calendar Year)이다. 즉
2017년 언제 제소장이 접수되던지 무관하게 2016년도 연간이 조사대상기간이
된다. 반덤핑조사가 제소장 제출 직전 분기의 마지막 월에서 1년을 소급한다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DOC는 특정 보조금에 대하여 평균내용연수(AUL; Average
Useful Life)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수혜를 모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보다 조사대상기간의 범위가 넓다.

③ 답변자
상계관세조사는 정부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보조금의 수여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은행
등)과 수혜자(수출자) 양자에 대한 조사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수여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수가 너무 많아 특정 짓기 어려우므로 한 정부기관에서 그 대응을
맡아서 관련 자료 취합 및 답변서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일한 보조금에
대해 수여자와 수혜자 양측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양측 정보가 동기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계관세 조사를 대응하는 기업은 정부와
상의하면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④ 미소마진(de minimis)
상계관세 조사의 미소 수준은 원심 1%(개발도상국은 2%) 미만, 재심 0.5%
미만이다. 반덤핑조사의 미소 수준이 원심 2% 미만, 재심 0.5% 미만인 것과
대비된다.

⑤ 특정성의 판단
WTO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재정적 기여, 혜택의 수여,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경우 보조금으로 본다. DOC는 선례 및 제소자의 주장을 검토한 뒤
조사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특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두 요소는 입증이 용이한
반면, 특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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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금(Domestic Subsidy)의 경우 특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보조금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가
법률로 보조금의 적격과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면 다음의 요소를 갖추었을 때
특정성이 부인된다.
i. 적격이 자동적일 것
ii. 적격에 대한 조건이 엄격히 준수될 것
iii. 적격에 대한 조건이 법률 또는 검증이 가능한 공문서에 명시될 것

법률로 보조금의 적격과 조건을 설정하고 있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된다면
사실상의 특정성(de facto specific)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성이 인정된다.
상계관세 질문서에서 의무답변자는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해 Standard Question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Appendix의 1번 답변에 한하여 보조금의 적격(eligibility)을 해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조적으로 특정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다. 제소자는 제소장에서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부답변서의 내용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와 같이 특정성 요건이 명백히 결여되어 보이는 것 역시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법인세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의 존재,
부가가치세의 면세, 동반성장(상생)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부답변서 및
공청회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과 집행을 해명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충분한
자료와 아이디어의 협조가 필요하다.
i. 특정기업 또는 산업을 기초로 고려할 때, 수혜자의 수가 제한된 경우
ii. 특정기업이나 산업의 보조금 수혜가 우세한 경우

III

iii. 특정기업이나 산업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양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iv. 수여기관이 보조금 지급결정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⑥ 기타보조금 및 완전성 테스트
상계관세 질문서에는 제소자의 혐의 제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출자가 수령한 보조금이 있다면 관련 Appendix를 첨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타보조금의 답변의무는 조사의 종류를 불문한다. TPEA를
통해 AFA 적용에 대한 재량권이 강화되기 이전에는“New Subsidy Allegation”
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기타보조금을 보고하지 않고“해당사항 없음(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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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DOC는 기타보조금으로 보고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실사 도중 발각된 경우 이에 대해 AFA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관행의 변화는 완전성 테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완전성 테스트란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의 프로그램이 숨어있는 것을 발각하는
과정이다. 기업의 모든 거래는 회계처리를 통해 기록되므로 이들 회계기록에서
보조금을 찾아내는 과정이 보조금 실사의 핵심이 되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계정과목(Account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계정과목에는 각기 고유의
목적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다른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도 한다면, 이 기업은
자신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래를“제품매출”
이라는 계정과목에 처리하고 구매
후 재판매하는 거래를“상품매출”
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계정과목들은 매우 세분화되어 별도의 관리를 거치지만,
‘보조금의 수령’
과 같이 기업의 주요 활동과는 거리가 먼 거래들은“기타매출”
,
“잡이익”등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들“기타”
나“잡”
이라는
표현(other)이 들어간 계정과목들에 포함된 전체 거래들을 검토하여 보조금으로
보고할 것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이익으로 바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채 계정 중에도
이러한 거래가 기록된 것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모든 회계처리를
ERP를 통해서 하는데, SAP나 Oracle 모두“거래처”
를 기준으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거래처 목록을 확보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식별하고 이들과의 전체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방식을 사용해서도 완전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⑦ 답변서 제출 대상 기업
의무답변자 및 이해관계인은 최초 질문서(Initiation Questionnaire)의 발행 후 14일
이내에 미국수출에 참여한 국내 수출상사의 유무 및 관계사(주식보유 및 임원현황,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DOC는 이 답변을 기초로 의무답변자는
아니지만 전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회사들을 선정한다. 원칙적으로 미국향
판매를 담당한 한국 내 모든 수출상사는 전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 거래 물량이
미미하므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답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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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미국 세이프가드의 발동 근거는“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이다.
도표 32

미국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조사신청
(1) 이해당사자의 청원, (2) 대통령 및 미무역 대표부의 요청, (3) 상하원의 결의, (4) ITC 자체발의

조사개시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실시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잠정조치
200일 미만 부과 가능

산업피해조사
120일간 조사하며, 30일 연장 가능

구제조치 건의
산업피해조사결과 발표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구제조치 건의

대통령의 결정
ITC로부터 긍정 보고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의회보고

III

구제조치의 발효
대통령 발표 후 15일 이내에 공식 발효. 4년간 유지

재심
1회 연장 가능, 최장 8년까지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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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신청
세이프가드 조사는 산업체를 대표하는 주체, 즉 협회나 노조 또는 해당 기업
등 이해당사자에 의해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통령 및 무역
대표부(USTR)의 요청, 상/하원의 결의에 의해서 개시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인
ITC의 자체 발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과 함께
수입에 대한 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답변서 제출
질문서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주 뒤에 발송된다. 조사개시의 내용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이해관계자로 등록하여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는 질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약 30일이 주어지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상이하다.

③ 1차 공청회 및 산업피해 판정
산업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 위원 6인이 과반수로 의결하는데,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실무적으로는‘제소일’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3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피해 판정
기일로부터 1개월가량 이전에 1차 공청회를 실시한다. 이 공청회는 산업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차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ITC 조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일 약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제출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물량의 증가, 심각한 피해, 그리고 이들 간 인과관계 존재를
그 발동요건으로 한다. 수입물량이 증가는 예상치 못한 수준의 급격한 증가일
것을 요하므로, 수입물량의 증가가 여러 정황적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예측
가능했으며, 그 증가의 정도 역시 급격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지표와 함께 수입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축적해 놓아야 한다. 또한 수입물량 증가 이외의 요인들에 대한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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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데 이러한 요인들로는 미국 국내산업의 비효율, 소비자들의 평판, 경영상의
오판 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평상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경쟁사 동향이
중요한 증거로써 기능한다.

④ 2차 공청회 및 수입규제 판정
수입규제 여부, 수입규제 방식에 대한 판정은 제소일로부터 167일 뒤에 내린다.
무역위원회 의결일 약 1개월 전, 산업피해 판정 직후 이를 위한 2차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이미 산업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이므로
수입규제 방식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⑤ 구제조치 건의
제소일로부터 180일 즉, 산업피해 의결로부터 60일 이내에 ITC는 대통령에게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⑥ 대통령 승인 및 수입규제 시행
ITC가 건의한 조치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60일 내에 시행된다. 대통령은 동
시행일에 조치의 내용과 사유가 기록된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된
구제조치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간 유지되며 최장 8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III

단, 규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구제조치를 축소해나가야 하며
국내업체의 자구노력이나 경제상황이 변화하여 그 효과가 훼손되었을 경우나
국내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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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식성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A-580-878)
① 쟁점사항: 미국 내 추가가공품 매출의 보고대상 제외 여부
답변자는 자동차용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내식성 강판은 코일 형태로 미국에
수입되고 미국 현지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차에 투입되는 만큼, 동
강판이 미국 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자동차용 강판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를 거절하고 미국 내
공급사슬(supply chain) 과정에서 비관계사가 개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추가가공과 관련된 원답변 및 세 차례에 걸친 추가답변에서
상무부는 부정확한 자료 제출, 불충분한 설명, 기존 답변서의 임의 수정 발견 등을
사유로 추가가공 관련 실사를 취소하고, AFA를 적용하였다.
본래 수입국 내 관계사를 통해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계사가 최초로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을 시작으로 해서 당해 거래에 소요된 직접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출가격을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최초로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의 65% 이상인 경우와
같이 매우 큰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기여의 가치와 보고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보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5 미국 내에서의
부가가치는 최초로 비관계사에게 판매한 평균가격과 당해 미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지불한 평균가격 간 차이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부가가치가
최초 비관계사향 판매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당해 물품의 구성수출가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물품에서 계산된 덤핑마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특별 규정은 임의
규정이어서 조사당국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모든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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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동 사안의 경우 여러 관계사가 전체 Supply Chain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답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
시스템이 반덤핑 조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서로
상이한 수준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연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 차례에 걸쳐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답변자에게 불필요한
수준의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다.
단일 기업 내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 완성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수직적 통합’
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수직적 통합’대신‘수직적 계열화’
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것이 보통인데, 이는 여려 계열사 혹은 여러 협력사들이 기능을 분리하고 각 기능에
전문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완성품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
협력사들이 동반진출하는 것은 이들 협력사들이 수직 계열화된 Value Chain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협력사들과 완성품 제조사 간 데이터의 연결이
끊겨 있고, 각 법인별로 관리 수준이 상이하다는 데 있다. FTA 원산지 증명의 경우,
원산지확인서(CO; Certificate of Origin)라는 매개체를 통함으로써 이러한 정보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반덤핑 조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 안건으로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사들, 그리고 계열사들 간 거래 정보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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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대기업 그룹들은 그룹 내 계열사들의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결해 놓았다.
시스템으로 연결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공시 기한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된 정보들은 요약된 형태로 총액 개념에서
연결된 것이라 반덤핑 조사에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계열사 간 데이터의 연결은 아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몇몇 연결회계시스템들은 반덤핑 조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개별 거래별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사와 관계사로
분류되는 협력사들이다. 반덤핑 조사에서 다루는 관계사(Affiliation)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그룹 내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혈연이나 경영에의 참여 등을 이유로
관계사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관계사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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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므로 이러한 범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활동과 기업 간 거래(transaction)이다.
2016년 6월 23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스위스
제네바에서‘2016년 떠오르는 10대 기술’중 하나로 블록체인(Blockchain)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블록체인이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구조체로,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상호검증하고 저장함으로써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저장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시스템오류나 보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비용을
절감시키고, 모든 거래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거래추적이
용이하며 규제(자금세탁방지, 고객정보파악의무 등) 준수비용이 낮으면서도
거래 상대방이 열람 가능한 정보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거래주체
간 기밀 정보들은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선도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블록체인을 연계하여 공급사슬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측면에서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반덤핑 조사에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조문에 대해서는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적극
활용해 왔다. 일례로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Lesser Duty Rule을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임의 사항으로
규정된 조문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사당국이 기업에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을 전제하고 근거자료를 구비,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짧은 답변기한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 대신에 미리 앞서 준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A-580-881)
① 쟁점사항: 해상운임(ocean freight)에 대한 AFA 적용
답변자는 그룹 내 계열사를 통해 내수 및 수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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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이는 관계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당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답변자가 이용하고 있는 물류서비스는 대부분 이 계열사를 통해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답변자는 요구된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상무부는
시장가격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FA를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하였다. 즉,
해상운임에는 벌크선을 이용한 것과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것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보고된 해상운임 중 가장 높은 비용을 전체 거래에 적용한 것이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반덤핑 조사에 있어 관계사 간 거래가 늘 시장가격(Market Price)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시장가격은 독립된 두 당사자 간 합리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므로, 비관계사와의 거래를 형성해 놓는 것만으로도 시장가격을 입증하는
데 용이하다. 즉, 그룹 내 계열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리고자 대부분의 거래를
당해 계열사와 하더라도, 다른 비계열사와 동일 혹은 유사한 거래를 만들어놓으면
시장가격을 입증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 사례에서 AFA를 적용한 방식을 보면, 제출한 수출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불리한
숫자를 골라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FA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AFA가
적용되어야 할 범주를 구분해서, 각 범주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계한다면 AF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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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미 상무부는 목적지별로 가장
높은 운임을 같은 목적지의 다른 거래들에 적용하였다. 목적지별로 AFA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해상운송의 경우 목적지보다는 운송 방식의 차이에
따른 운임 차이가 더 커서 목적지별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컨테이너선에서
발생한 높은 운임이 벌크선으로 운송한 거래에 적용되어서 덤핑마진이 크게
증가하였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 마주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추가함으로써 AFA의 적용 범위를 보다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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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A-580-865)
① 쟁점사항(1): 적정가 미만(LTA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으로 공급된
전기를 상계조치 대상 보조금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
BMRF 사건은 한국산 우수한 품질의 냉장고가 미국산 냉장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논리로 ITC 산업 무피해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이다. 냉장고의 경우
건축상의 제한 등으로 인해 외형의 크기제한이 있는 상황이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냉장고의 외벽 두께를 얇게 해야만 하는데, 미국 국내산업이 기술적
한계로 용량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미국 국내산업이 출시하지 못한 영역의 대용량 냉장고를 선제적으로
출시하였다. 따라서 미국 국내산업의 경영실적 악화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장선도기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 ITC 위원들은 Negative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1)
결국 비즈니스 자체의 경쟁력이 수입규제 조치를 막아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꾸준한 시장조사, 경쟁사 동향 보고, 연구개발로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과정 자체가
수입규제를 막을 수 있도록 팀을 꾸리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③ 쟁점사항(2): 긴급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 여부
2011년 3월 30일 제소장 접수 이후 3개월(4~6월) 수입통계자료가 공개되는 7월
말에 Critical Circumstance 혐의가 제기됐다. Critical Circumstance란 제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의 시간차이를 이용하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수출물량을 늘려 재고를 축적한 뒤
판매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Critical
Circumstance라고 하는데, Critical Circumstance라고 판정이 내려지면, 확정판정 시
결정된 반덤핑관세를 예비판정 이전 90일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상무부는 제소장 접수 이전 7개월(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물량과 이후
7개월(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물량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15%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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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Circumstance로 결정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만, 냉장고의 경우 계절적인
영향으로 1월에는 수출물량이 적고 6월에는 1월에 비해 두 배 이상 수출물량이
많다는 계절성의 존재를 내세워 Critical Circumstance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④ 시사점 및 대응방안(2)
이전까지 상무부는 Critical Circumstance 판정 시 제소장 접수 이전 3개월과 이후
3개월의 물량을 비교하여 왔다. 동 사례는 상무부의 관행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계절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제품이었던 관계로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단순히 검토대상 기간을 어떻게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물량뿐 아니라 금액도 검토
대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총 3개년도(제소 전 2년과 제소 후 1년)의 미국 내
수입통관수량과 통관금액을 동시에 검토하여 위험을 평가하기를 권한다.

라) 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A-580-890)
① 쟁점사항: 일반관리비 계산에 투자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1) 유형자산 감액손실, 2)
무형자산 감액손실, 3) 건설 중인 자산 감액손실, 4) 재해손실, 그리고 5) 기타영업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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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제조원가(COM; Cost of Manufacturing)에 가산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
시켰다. 이후 최종판정에서는 이러한 처리가 실수였음을 인정하였다.
미 상무부는 오랜 관행으로 상기 투자 관련 비용이나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관리비(G&A;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s)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비판정이 이루어진 지(2017.2.16) 한 달여 뒤에 있은 독일산
후판 사건 최종판정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16 투자 활동은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활동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이윤 창출 활동이므로 생산원가(COP; Cost of
16  Comment 33 of Determination in the Less-Than-Fair-Value Investigation of 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from Germany dated March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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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17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회계의 기본적인 인식과 같다. 재무제표의 하나인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활동을
크게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고유의 구별된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덤핑협정 2.2.2조는 조사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원가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US - Softwood
Lumber V’사건의 WTO 패널 역시 특정 일반관리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조사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투자활동은 제품의 생산과는 무관한 별개의 활동이므로
원가 계산 시 가산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동일한 조사기관이 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조사관의 역량이나
숙련도에 따라 조사 대응의 난이도와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이 사례의 경우 미
상무부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예비판정을 내렸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상무부의 판례들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담당 조사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오랜 관행을 깨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내식성 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A-580-879)
① 쟁점사항: 적정가 미만(LTA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으로 공급된
전기를 상계조치 대상 보조금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
제소자는 한국 정부가 가정용 전기에 비해 산업용 전기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였고, 이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급가격의 적정성(LTAR) 판단기준은
19 C.F.R. 351.511에 따라 아래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i. Tier 1 : 시장가격과 비교함
ii. Tier 2 : 세계 시장가격과 비교함
iii. Tier 3 : 정부의 가격정책 자체로 판단함

17  COP = COM + G&A + INTEX. INTEX는 Net Interest Expenses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원가는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순이자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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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이 중 Tier 3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가격정책, 산업용 전력요금 및
기타 요금체계의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상계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Not
Countervailable)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제소자는 표준전기요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증빙서류의 경우 일부 번역을 하지 않았으므로 AFA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조사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서류를
적시에 전체 또는 부분 번역해서 제출하였기에 AFA 적용은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출기업은 본 조사와 관련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번역을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무부는 한국정부가 전기요율의 산정
미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방법, 원가회수율, 투자 수익 등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으므로
AFA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있어 언어의 차이는 조사 대응을 몹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원답변에서부터 추가답변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제출하는 문서는 수
천 페이지에 달한다. 이들 답변서는 최초 작성부터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생해왔던 문서들은
한글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고,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할 전산시스템마저도
한글로만 설계된 것이 대부분이다. 실사 중에 제시되는 모든 문서들 역시

III

영문 번역본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번역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표준영문계약서, 영문 홈페이지, 국-영문 전산시스템 등을 구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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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 제도 및 절차
2. 사례 및 시사점

인도는 전세계에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반덤핑뿐만 아니라
무역기술장벽(TBT)18,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19 등 다양한 수입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입규제 대응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도는 최근 20년(1997~2016.06) 동안 총 791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특히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4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계관세는 최근 20년간 3건밖에
개시되지 않았는데 모두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화학, 전기 및 철강 분야에
각각 1건씩의 조사를 개시하였다.
더불어, 인도는 전세계적으로 세이프가드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로 최근
20년간 총 42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인도네시아의 27건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수치이다.

도표 33

인도의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7~2016.06)

(단위: 건)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계

반덤핑

13 28 64 41 79 81 46 21 28 31 47 55 31 41 19 21 29 38 30 48 791

상계관세

-

-

-

-

-

-

-

-

-

-

-

-

-

-

-

-

1

-

1

3

세이프가드

1

5

3

2

-

2

1

1

-

-

-

1 10 1

1

1

3

7

2

1

42

1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WTO 출범 이래 인도 정부가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818건 중 193건(24%)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62건으로 두 번째로 조사를
많이 받는 국가이나, 조사 건수 측면에서 EU(62건), 대만(59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표 34

조사대상국별 인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6.06)

(단위: 건)

국가

중국

EU

한국

대만

태국

미국

일본

인니 말레이 싱가폴 러시아 이란

기타

총계

건수

193

62

62

59

46

40

35

33

191

818

30

25

25

17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18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에 상이한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
19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물과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의 질병원인체 등과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는 수입 제재 조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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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및 절차

가) 유관기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의 반덤핑관세 제도는 두 개의 부처로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다. 운용기관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반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and Industry) 산하의 반덤핑위원회(실무적으로는‘DGAD’
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와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반덤핑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무역위원회(KTC; Korea Trade
Commission)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및 조치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① 반덤핑위원회(DGAD; 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
인도 상공부는 대외 무역을 담당하는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과
국내산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덤핑위원회는 상무국 산하 3개의 부속기관(Attached Office)

IV

중 하나이다. 반덤핑위원회의 장은 차관급(Level of Additional Secretary)인
반덤핑총국장(Designated Authority)이며, 반덤핑총국장은 그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19명의 조사관과 함께 인도 관세법(Customs Tariff Act and R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 반덤핑 조사
ii. 상계관세 조사
iii. 우회덤핑 조사
iv. 외국 정부의 국내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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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5

DGAD 조직도

Designated Authority

Addl. DGFT
Directors/Dy. Dir(ITS)

Pr.Adviser
(Cost)

Addl. Economic
Adviser/Director/Jt.
Director(IES)

Adviser Cost

Director Cost/
Jt. Director

Statistical Officer
(Dy. Dir)
(ISS)

Joint Secretary
Jt. Director
(Admin)
Under Secretary
Section Officer
Asst./UDC/LDC

출처: http://www.dgtr.gov.in/about-us/organization-chart

②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인도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5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GAD의
건의를 받아 반덤핑/상계관세를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업무는 이 중 세입을
담당하는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는
대외적으로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나, 실질적으로는
DGAD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이프가드 총국, 세이프가드 상임위원회, 고등법원의
3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③ 세이프가드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afeguards)
세이프가드 총국은 2003년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조사 및 조치권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 기관은 세이프가드 총국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이프가드 총국장은 재무부 차관보가 겸임하며, 정해진 임기는 따로 없으나
보통 2-3년 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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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이프가드 상임위원회
재무부 산하 기구로 세이프가드 총국이 제출한 권고를 승인, 거부,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부과를 담당한다. 본 기관은 상공부 장관(의장), 재무부 장관,
산업정책촉진부 장관, 농림부 장관, 외교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CESTAT, 고등법원, 대법원
반덤핑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원(CESTAT;
Customs, Excise &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과 고등법원(High Courts), 그리고
대법원(Supreme Courts)에 제기할 수 있다.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나) 반덤핑 조사절차
DGAD의 반덤핑조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DGAD의 최종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재무부는 덤핑부과를 공고하고 있다.
도표 36

반덤핑 조사 절차
조사신청
20일 이내
45일 이내

사전검토

IV

조사개시
150일 이내

예비판정
150일 이내

잠정조치
최종판정

3개월 내

반덤핑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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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검토
DGAD는 제소자로부터 반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된 이후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
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조사 개시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 DGAD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 DGAD 홈페이지(http://www.dgtr.gov.in/)를
통해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 현황과 관련 문서들을 조회할 수 있다.
도표 37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사례 조회화면

좌측 메뉴상의“Anti-Dumping Cases in India”
를 통해 반덤핑조사를,“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CVD)”를 통해 상계관세조사를 검색할 수 있다. <도표38>은
특정 조사에 관한 문서 조회 화면이다. 조사개시 공문과 예비/최종판정문, 그리고
5년마다 개시되는 일몰재심 관련 문서들을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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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8

실제 조사 관련 문서 조회 화면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③ 답변서 제출
인도 질문서는 아래와 같이 Section A부터 J까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출국 내수판매, 수출과 원가정보라는 큰
구성에는 차이가 없다.

도표 39
Sec.

인도 반덤핑 질문서 구성
Title

Sub Title
 Quantity and Value of Subject Product

A

General Information
일반사항

IV

 Shareholder’s lists
 Address of the company
 Lists of factories involved in production
 Subsidiary information
 Explanation of coding system

B

Sales to India / Domestic Market
내수/수출 판매

 Channel of distribution
 Sales negotiation process
 Supporting documents

C

Price Structures and Sales
Arrangement

 Trading arrangement/ contracts/ price lists

가격구조 및 판매계약
D

Investment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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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E

F

G

H

I

J

Title

Sub Title

Accounting System/Policies
회계 시스템 및 정책
Production Process
생산공정
Information on COP
제조원가

 List of raw materials
 Cost of materials
 Materials purchased from related suppliers

Profit Determination
이윤결정
Financial Information
재무정보
Third Country Information
제3국 정보

질문서에 대한 답변은 문장으로 표현하는“Narrative”부분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루는“Appendix”
를 통해서 하는데, Narrative 부분은 미국에
비해 단순한 반면 아홉 가지 Appendix 상의 수치들이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한다(실무적으로는“Appendix Reconciliation”
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의 Appendix는 미국의 Exhibit이라는 것에 대응되는데 미국의
Exhibit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Narrative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개수에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는 반면, 인도의 Appendix는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표40>에서 내수/수출/원가 각각의 열에“O”
로 표기한
것들은 이들 Appendix 각각에 기록한 수치들이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답변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기에 앞서 이 Appendix Reconciliation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도표 40

인도 반덤핑 Appendix 구성
Appendix

내용

1 Information Relating To Domestic Sales 매출건별 내수판매 수량, 금액, 비용 리스트
2 Information Relating To Exports to India 매출건별 인도판매 수량, 금액, 비용 리스트
   2A Sales of Goods of the Company

월별 인도판매 수량 및 금액

3 Operating Statistics Sales Reconciliation 매출 정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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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수출 원가

Appendix

내용

   3A Sales Price Structure for Exports to
India

월별 인도판매 공장도 가격 산출

   3B Sales Price Structure for Domestic
Sales

월별 내수판매 공장도 가격 산출

4 Statement Showing Installed / Rated
Capacity, Production and Sales

생산능력, 가동율, 생산 및 판매량

5 Statement of Raw Materials and
Packing Materials Consumption

주원재료, 포장재료 수불부

내수 수출 원가

6 Statement of Raw Material Consumption 주원재료 투입량 대비 생산량 (수율)
7 Allocation and Apportionment of
Expenditure Cost Reconciliation

원가 정합성 확인

8 Statement of Cost of Production

대상제품 단위당 원가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8A Factory Cost and Profit of Exports to
인도판매품의 생산원가
India
   8B Factory Cost and Profit of Domestic
내수판매품의 생산원가
Sales
9 Statement of Allocation of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Overheads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인도 반덤핑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독특한 점은 상사(Trading Company)를 통한
수출 거래가 있는 경우, 이들 상사 역시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덤핑협정 2.3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를 통한 수출에 있어 수출자와 당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수입물품을 독립적인 구매자에게
최초로 판매할 때의 가격을 기초로 수출가격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IV

있다. 따라서 관계사인 상사를 통했다면 이들이 재판매한 가격을 보고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나, 비관계 상사의 재판매가격 역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WTO 협정 위배의 소지가 있다. 협정에의 합치성과는 별개로, 상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의 답변이 부인 당할 수 있으므로 상사를 통한 수출
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상사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상사 거래분에 대한 이러한 요구와는 반대로, 인도 내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재판매된 경우에는 이들 재판매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독특하다. 물론 반덤핑협정 2.3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협정위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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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1

상사를 통한 수출물량 예시
상사

Quantity (MT)

Percentage

A 관계사

200

0.6%

B 관계사

17,000

51.5%

C 비관계사

15,000

45.5%

D 비관계사

800

2.4%

33,000

100%

계

위 표의 예시와 같이 직수출 없이 4개의 상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기업인 경우, 4개
상사의 답변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든 상사의 답변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수출량 및 액수 측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사의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조사당국과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A와 B는 관계사이므로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C와 D는 비관계사이기는 하지만 물량이 많은 C의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는 답변서 제출의무 면제를 DGAD로부터 사전승인 받는 것이 좋다. 상사에
특화된 답변서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수출자 답변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④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조사개시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린다. 재무부는 DGAD의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지 60일 이후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잠정관세는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필요시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Lesser
Duty Rule을 적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⑤ 실사
답변서 제출 후 예비판정 공고가 나오면 기업은 실사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
상사 수출 건에 대해 상사에게 판매한 매출자료뿐만 아니라 당해 상사가 인도에
재판매한 수출자료 및 관련 비용도 연결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사
준비가 어려운 편이다. 미국의 경우 판매 실사에 1주일, 원가 실사에 1주일을 각각
사용하는 데 반해, 인도의 경우 판매와 원가 실사를 합해 2~3일 정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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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상사에 대한 실사는 0.5일가량 소요된다. 화학 제품의 경우 전공정 원가에
민감하며, 최초 원재료까지 추적해 들어가므로 자료의 일관성 확보에 주의해야
한다. 적은 수의 조사관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주말에도
실사한 사례가 있으며, 실사 일정이 실사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⑥ 공청회
DGAD는 이해관계자에게 구두진술(Oral Evidence)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해관계자에게 구두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공청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청회 참석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시 기업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 못지 않게 정부 관계자 참석을 통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⑦ 최종판정 및 관세부과
예비판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리고 최종판정 관련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 과거와 달리 실사보고서와 덤핑마진 계산
파일을 답변자들에게 송부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피해마진(Injury Margin;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중 낮은 것을 반덤핑관세로 하는
것을 Lesser Duty Rule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는 없어 Lesser Duty Rule에 대한
투명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간혹 여러 수출자들이 존재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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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덤핑마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율이 동일한 경우를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 각각의 덤핑마진이 피해마진보다 높아 피해마진으로
반덤핑관세율이 일괄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DGAD의 건의를 받아 최종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공고한다. 인도는 다양한 방식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종가세(Ad Valorem) 방식(수입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방식)과 수입수량에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Unit Tax) 방식뿐
아니라, 참조가격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참조가격 방식은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이를 관세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관세 납부 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으로 동일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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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수입물품이 인도 내 시장가격을 교란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참조가격 방식은 수입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경우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자주 사용한다. 수입업자는 단순히 물품대를 기준가격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추가 관세 부담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수입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해주지 않으면서 낮은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Zeroing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⑧ 재심 절차
관세법(Customs Tariff Acts and Rules)에 따라 반덤핑 관세는 5년간 유효하며,
DGAD의 재량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여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나,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심을 통해 관세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유지
하기로 결정할 경우 재심에서 재계산된 덤핑마진을 새로운 관세율로 적용한다.
재심에 있어 인도의 독특한 점은 원심에 덤핑마진이 미소수준 미만이어서 무혐의로
판정된 기업도 재심 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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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2
분류

신청절차

인도 반덤핑 조사 절차 요약
Timeline
Stage

내용

기간

1

국내 생산자의 덤핑
조사 신청

국내 생산자가 덤핑 조사 신청서를
반덤핑위원회에 제출

조사신청서 제출일

2

반덤핑 위원회
사전검토

반덤핑위원회의 신청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자료불충분 시 통지

조사신청서
제출일 ~ 20일 내

3

반덤핑 위원회
조사개시

반덤핑위원회의 조사 개시

조사신청서
제출일 ~ 45일 내

4

반덤핑 위원회
예비판정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조사개시일 ~ 150일 내

5

재무부
반덤핑 관세
잠정조치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예비판정일 이후 ~
6개월까지 부과 가능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부과가능)

조사절차

항소절차

재심절차

6

반덤핑위원회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반덤핑위원회의 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하여 재무부에 제출

예비판정일 ~ 150일 내
(조사개시일 이후 1년
내 최종판결을 내림.
단, 재무부 판단에 따라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

7

재무부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근거로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공고 및 부과

덤핑 최종판정 공고일 ~
3개월 내

8

반덤핑위원회
최종판정에 대한
항소

관세, 소비세, 서비스세 항고
심판소(Customs, Excise &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에서 덤핑 관세
최종판정에 대한 항소 접수

최종판정일 ~ 90일 내

재심

반덤핑 관세는 5년간 유효하고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관세
유지여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는데,
재심은 반덤핑위원회의 판단,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

반덤핑위원회 판단,
또는 이해관계자의 재심
요청 시 ~ 재심시작 후
12개월 내 종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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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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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계관세 조사절차
인도는 WTO 출범 이래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3건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Lesser Duty Rule에 의해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중 낮은 것을 관세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관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행한다 하더라도 관세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도표 43

인도 상계관세 조사절차

조사신청
서면 신청

조사개시
서면 검토 후 조사 여부 판단

예비판정
보조금 존재 여부 및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잠정조치
4개월 미만 부과

협상
가격 협상 등으로 조사 중단 및 종결

최종판정
조사개시 1년 이내 확정 및 최종판정 공고일 3개월 이내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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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신청
국내산업은 중앙정부에 수입물품에 지급된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서면 신청을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반드시 상계가능 보조금의
존재,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② 조사개시
DGAD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 검토 후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개시 전 수출당국 조사기관에 미리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공고한다.

③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DGAD는 보조금의 존재 및 특성뿐 아니라 보조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대외 공고하여야 한다. 예비판정에서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한은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개시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협상
보조금을 제거, 제한하거나 보조금의 효과와 관련하여 기타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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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정부의 약속 또는 보조금의 피해효과가 제거되도록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수출자의 약속이 있을 시에는 조사가 중단 또는 종결된다.

⑤ 최종판정
조사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리고 공고한다. 상계관세는 최종판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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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인도의 세이프가드는“Customs Tariff Act, 1975”
의“Section 8B”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표 44

인도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조사신청
세이프가드 총국 또는 국내기업의 청원 접수

조사개시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실시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자 21일 이내 참여 여부 결정 및 30일 이내 질문서 제출

잠정조치
200일 미만 부과 가능

피해판정
조사개시 8개월 이내

확정부과
4년간 부과 가능

재심
3년 이내 재검토 및 조사개시 이후 10년 이상 관세 부과 불가

항소
고등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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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신청
세이프가드조사는 세이프가드 총국 또는 국내기업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조사
신청 시 심각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의 요인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조
 사대상 품목 수입량의 절대적 증가량, 동종 품목 국내 생산량에 대한 상대적 증가량 및
증가 비율
ii. 증가한 수입량이 차지한 내수 시장 점유율의 증가
iii. 국내 업계의 판매, 생산, 생산성, 생산능력 활용, 손익 및 고용 수준의 심각한 하락

② 조사개시
해당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며,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조사는 서면 및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세이프가드조사 개시에 요구되는 내수기업의
‘심각한 피해’또는‘심각한 피해의 위협’
은 반덤핑조사 개시에 요구되는 피해보다
엄격하게 규정한다.

③ 산업피해조사
산업피해조사를 위해 세이프가드 총국은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내용을
공시하며, 이해관계자들(수출업자, 수입업자, 수출국정부)은 조사개시 통보 이후
21일 내에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30일 내에 각각의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타당한 사유를 들어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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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잠정조치
수입물품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실시하며, 예비판정 결과에 따른 잠정조치는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⑤ 피해판정
세이프가드는 조사 개시로부터 8개월 안에 조사대상 품목 수입량의 증가 여부,
수입량이 내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위험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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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수입량과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위험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최종판정을 내린다.

⑥ 확정조치
세이프가드 관세는 공지된 날부터 유효하며, 기 부과된 잠정관세가 있을 경우
잠정관세 부과일로부터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인도 세이프가드 규정
15조에 따르면 시행된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수입업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⑦ 재심
정확한 기간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기관은 세이프가드 부과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단, 세이프가드가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규제를 종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재검토에 의해 연장되더라도 첫 관세 부과일로부터 10년 이상 시행될 수 없다.

⑧ 항소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고등법원(High Courts)을 통해 진행된다.

112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

사례 및 시사점

가) 스판덱스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① 쟁점사항(1): 제품 품질 이슈
스포츠 의류, T 셔츠, 양복, 양말, 기타 의류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계
섬유의 일종인 탄성필라멘트사(Bare Elastomeric Filament Yarn; 일명, 스판덱스)에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대해 인도 정부는 2014년 2월 28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개시로부터
1개월 반 후인 4월, 정부는 업계와 대책회의를 통해 입장을 수렴하고 서한을
발송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6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 인도는 2014년 9월 29일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하기로 최종
판정하였다.
수출자들은 인도로 수출하는 일부 종류의 스판덱스는 고품질이며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제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당국은 수출자가 수출한 스판덱스가 인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한 스판덱스와
다르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수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대상제품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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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종판정 시 조사당국은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 이외의 요인을 판단함에
있어 하방산업이 고품질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국내산업은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수입품과 경쟁할 만한 수준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높은 가격을 통해 이윤을 축적해 경영악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품질의 차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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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1)
수입품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입국 국내산업의 제품과 수입품 간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의 대부분의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하는데,‘소비자의 용도 및 기호’
에 대해서는 판매채널이나
고객군을 구분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대체가능성’
에 대해서는 증거를 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단순히 고객군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러한 고객군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왜 그들 고객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두어야 한다. 이 때, 기술적으로 최소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과
같이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하방산업(downstream
industry)의 자료 제출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사가 개시되면
단순히 기업 혼자서 해결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단체 혹은 고객사의
도움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i. 대체가능성
ii. 소비자의 용도 및 기호

③ 쟁점사항(2): 수입량 급증과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 여부
수출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제품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으며,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의 비율도 급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당국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수입량을 검증한 결과, 2013~2014년 동안 수입량
9,293(MT)으로 2012~2013년 동안의 9,341(MT)보다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분기별
수입량도 감소 추세를 보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인도 국내 생산량의 증가로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의 비율도 지속 하락세이므로 조사기관은 절대적 및 상대적
수입량 모두 급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소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unforeseen development)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인도 국내법과 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GATT
역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은 GATT
XIX조가 명시적으로“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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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를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가 일관되게 예상치 못한 정황적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제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소자들은 이에 더하여 다음을 이유로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사당국은 수입 증가 자체는
‘unforeseen’
도,‘development’
도 구성할 수 없다는 아르헨티나 냉동복숭아 사건의
WTO 패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첫 번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주장
역시 제소자들이 리베이트의 제공 자체를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unforeseen 즉,
unexpected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 주장의 경우 국내산업이 생산을 시작한
시점(2012년 3월)보다 아세안협정이 앞서므로(2010년) 예상치 못했다는 주장을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i. 저가 수입이 급증했다
ii.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iii. 아세안 협정으로 인해 무관세로 반입되는 물량이 급증했다

④ 시사점 및 대응방안(2)
인도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국가의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이 사건과 같이 급격한
수입량의 증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량 급증이 일시적으로 발생했고 이를 포착해서 구제를 신청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소자들이 전략적으로 수입규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일단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하면 수출자들은

IV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하고, 여론을 몰아가면서 국내산업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인도 조사당국이 WTO판례와 해석을 대거
수용하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인도의 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도를 따르기를 꺼리는 기업들이 있었다.
하지만, 인도의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법과 제도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국의 발전수준에 맞춰 우리 역시 대응방식을 적절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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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판덱스에 대한 반덤핑 조사
① 쟁점사항(1): 제소자
2014년 있었던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사건의 제소자인 다국적기업 Indorama사는
2016년 1월 한국, 중국, 베트남 및 대만산 스판덱스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하였다. 다행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노력과 함께 정부서한 전달, 2회에
걸친 공청회에 대사관 및 외교부 담당자의 공청회 참석 등 우리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어우러져 중국, 대만에 비해 낮은 덤핑마진율을 도출해 내는 데 성공하였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1)
Indorama 그룹은 전세계에 계열사를 둔 종합석유화학기업이다. Indorama사가
2016년 인도에서 스판덱스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당시 그들이 인근 지역에 스판덱스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조사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에는 한국,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PET Chip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면서 역시 자신의 인근 PET 공장이 위치한 태국은 조사대상국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Capacity)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반덤핑 조사를 통해 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원천봉쇄한 뒤 인근 지역의 자사
공장으로부터 물량 도입하여 시장 수요를 최대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수입규제 제도를 자신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월풀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갖고 있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을 연이어 제소하는 것과 이탈리아에 생산기지를 선점해
두고 우리 기업들을 제소하는 모습은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일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으로써 수입규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이 사건의 제소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도 다국적 기업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생산법인이 동 사건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 다국적 기업들이
수입규제 제도를 경쟁우위 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들 역시
수입규제 제도를 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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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쟁점사항(2): 조사대상제품 및 동종물품 (Product Under Consideration and Like
Article)
인도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물품은 수출자가 조사대상 국가에서 수출하는 물품과
동종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수입물품의 품질이 더 우수하고, 인도
국내 산업이 생산하는 스판덱스와는 물리적, 화학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동종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두 제품에 대한 최종 사용자
요구사항 및 소비자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 동종물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의 목적상 물품의 품질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품질 차이에 대한 인식은 반덤핑조사에서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고려 중인 대상물품 범위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출자들이
생산하는 물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기술/용도/소비자인식 등의 관점에서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데다, 인도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되는 점을 볼 때 국제시장에서도 수용 가능할 만큼의 품질이
확보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인도 국내산업이 생산하지 않는 두 가지 유형의 제품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coloured yarns”과“Beam type Elastomeric yarns”
이
그것인데, 단순히 현재 생산하지 않는 물품이라서 제외해 준 것은 아니다. Beam
Type과 Corn Type이 본질적인 특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의 고객들이
모두 Corn Type을 이용하고 있고, Corn Type 원재료를 Beam Type 원재료로

IV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생산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해
주었다.

④ 시사점 및 대응방안(2)
수출자들은 세이프가드 사건에서 성공한 바 있는 품질 이슈를 다시 꺼내들었다.
수출자들 주장의 핵심은“우리 제품의 품질이 우수해서 인도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는 것인데, 각각의 조사에서 대상물품을
정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이프가드는
“동종상품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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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 인도 국내산업의 생산품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건 취하지 않건 국내산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반덤핑조사는 동종물품 혹은 조사대상물품을“동일한(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 또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는 상품”
으로 정의하였는데, 양자가 다르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품질’
을 주된 차이점으로 내세웠다. 앞서 <도표15>을 통해
동종물품 결정 시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본 바 있다. 품질은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일 뿐인 상황에서 인도 국내산업이 생산한 제품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만큼의 품질을 확보했다는 반증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논리로는
조사당국을 설득할 수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동일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이전의 논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수입규제 대응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의 성공례를
똑같이 활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효율과 안정의 추구는 어쩌면 당연한
방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일하다고 판단한 상황이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수입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의 실패 요인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변화된 경영환경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필승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⑤ 쟁점사항(3): 단일의 생산자가 국내산업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자들은 Indorama Industries Ltd.가 인도 국내 유일의 스판덱스 생산자이므로
국내 산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덤핑협정문뿐 아니라
인도 법령 모두 국내생산자가 둘 이상임을 암시하는 듯“producers”
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당국은 Indorama Industries Ltd.는 총 인도 생산량의 100%를
차지하며, 반덤핑규정 Rule (b)에서“생산자들”
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자동적으로
단수 형태, 즉“생산자”
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수출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⑥ 시사점 및 대응방안(3)
사실, 이에 대해서는“EC — Bed Linen”사건 패널의 해석이 있었다. 반덤핑협정
4.1조의 복수 형태의 표현“producers”
는 단수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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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단일의 국내 생산자라 하더라도 국내산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WTO 차원에서의 해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를 무시하고 다시
주장하였다는 것은 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출자들의 감정적인 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생산자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경쟁적 요소가
배제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자유경쟁”
을 그 목표로 하는 WTO 협정을 적용한
셈이어서 잘못된 해석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통상규범과 경쟁규범은“공정한
경쟁의 장”
을 마련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공유하나 그 보호의 대상과 적용
범위가 달라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 일반화되고,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화 시대에는 경쟁규범과 통상규범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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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1.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2. 제도 및 절차
3. 사례 및 시사점

중국은 1997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최근 20년 동안 총 231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상계관세는 2009년부터 총 8건을 개시한 것에 그쳐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조사대상국은 미국(5건)과 EU(3건)였다. 세이프가드는 2002년 5월
철강제품(steel products)에 대한 조사와 2016년 9월 설탕(sugar)에 대한 조사 두 건을
개시하였다.

도표 45
구분

중국 연도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현황(1997~2016.06)

(단위: 건)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계

반덤핑

-

3

2 11 14 30 22 27 24 10 4 14 17 8

5

9 11 7 11 2 231

상계관세

-

-

-

-

-

-

-

-

-

-

-

-

3

1

-

2

1

-

-

1

8

세이프가드

-

-

-

-

-

1

-

-

-

-

-

-

-

-

-

-

-

-

-

-

1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WTO 출범 이래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받은 국가는 일본과
미국이며 둘 모두 전체 231건 중 43건, 19%를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가 한국으로
34건, EU가 26건을 기록하며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도표 46

조사대상국별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16.06)

국가

일본

미국

한국

EU

대만 러시아 인도 싱가폴 태국

건수

43

43

34

26

16

11

7

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s://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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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독일
5

(단위: 건)

인니 말레이 기타
5

4

25

총계
231

1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중국은 국가 혹은 정부 주도하의 경제체제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과는
다른 메커니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 덤핑마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가치는
수출국 국내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덤핑마진 산정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GATT 제Ⅵ조 1항에 대한 주석 및 보충규정 제2호는‘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독특한 덤핑마진 계산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한다는 것은 중국에서의 거래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간주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미국과 EU 등은 중국에서의 거래수량에 기타
대용국가의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상가치를 계산해 오고 있다. 이는
구성가치를 이용해 정상가치를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한데, 이 과정에서 정상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계산되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보는
수입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는 경우 중국 기업들의 덤핑마진은 수십
퍼센트에서 수백 퍼센트에 이르기까지 높은 덤핑마진율이 산정되곤 했다.

GATT 제Ⅵ조 1항에 대한 주석 및 보충규정
2. 국가가 무역을 완전독점하거나 실질적으로 완전독점하기 때문에 모든 내수가격을 국가가 고정시키는
경우, 동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에 따라 가격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체약당사국들은 그러한 국가의 내수가격과의
엄격한 비교가 늘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V

중국은 WTO가입의정서를 통해 가입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시장경제 국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기대의 근거가 된 WTO가입의정서의
해당 조문은 (d)항의 두 번째 문장이다.21 하지만, 이 조문 어디에서도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가 만료한다”
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서 WTO 회원국 간 이견이

20

ANNEX I NOT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Ad Article VI Paragraph 1

21

WT/L/432, 23 November 2001, [ACCESSION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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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15년의 경과와는 무관하게 중국은 개별 국가들을 상대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2004년 4월 뉴질랜드 정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뒤로 우리나라(2005년)를 포함한 80여 개국, 전체 WTO
회원국의 절반가량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았다.22
15. 보조금과 덤핑의 결정에 있어 가격의 비교가능성
GATT 1994 제Ⅵ조, 반덤핑협정 및 상계관세협정은 다음에 따라 WTO 회원국으로 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절차에 적용한다.
(a) GATT 1994 제Ⅵ조 및 반덤핑협정에 따른 가격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회원국은 다음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산업의 중국 가격(또는 원가)을 사용하거나 중국 내 내수가격(또는 원가)과의
직접적인 비교 이외의 방법을 사용한다.
(i) 조사대상 생산자들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그 물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경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가격비교에 조사대상 산업의 중국
가격(또는 원가)을 사용한다.
(ii) 조 사대상 생산자들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그 물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경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중국 내 내수가격(또는
원가)과의 직접적인 비교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b) (생략 - 상계관세와 관련된 부분)
(c) (생략 - 대체적인 방법을 반덤핑관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
(d) 중국의 WTO 회원국 가입일 현재, 수입회원국의 내국법에 시장경제를 판정하는 요건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 중국이 수입회원국의 내국법에 따라 시장경제임을 입증하였다면, 위 (a)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어떤 경우에도, 위 (a)항 (ⅱ)호의 규정은 본 가입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이 수입회원국의 내국법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부문에 시장경제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이나 부문에 위 (a)항의 비시장경제 규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47>은 이들 조문의 의미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린 구조도이다. (d)항
2문은 중국의 WTO 가입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는 2016년 12월 11일부터 (a)항
(ⅱ)호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지 중국의 지위가 비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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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7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15조 (a)항 및 (d)항의 구조도

(a)항 : 수출기업이
시장경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입증
(d)항 ①, ③문 : 국가가
법요건의 충족을 입증
(d)항 ②문 : 기간의
경과에 따른 자동만료

(ⅰ)호 : 시장경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입증한 경우 실제 가격 사용하여야 함
(ⅱ)호 : 시장경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대체적인 방법 사용가능
①문 : 국가 전체에 대하여 시장경제임을 중국이 입증한 경우, (a)항 전체 효력 상실
③문 : 일부 산업 또는 부문에 대하여 시장경제임을 중국이 입증한 경우, 그 산업
또는 부문에 대하여 (a)항의 비시장경제 규정 효력 상실
15년 경과로, (a)항 (ⅱ)호 규정 효력 상실

중국산 미국향 수출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 시 시장경제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d)항의 1문과 3문에 따라 미국이 법에서 정한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시장경제 요건들을 충족시켰음을 국가 차원에서 입증해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사대상인 중국 생산자들이 자신이 속한 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거래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입증을 한 경우에는 시장경제 방식을 적용받는 것이고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시장경제 방식을 적용받는 것인데 (d)항 2문에 따라
(a)항 (ⅱ)호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면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황이 된다.
(a)항 (ⅱ)호가 삭제되고 나면 중국의 WTO가입의정서에는“시장경제임을 국가
또는 생산자가 입증하면 실제 가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는 의미 외에는
남지 않는다. 따라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법의 일반적인
적용순위(
‘특별법 우선’
의 원칙 또는‘신법 우선’
의 원칙)에 따라 반덤핑협정이 먼저

V

적용되고, 반덤핑협정에도 규정된 바가 없으면 GATT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23 그
결과 그대로 비시장경제 방식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2016년 말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통화의 태환성, 노동규정, 가격결정, 외국인투자 등의 요소들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WTO에 미국과 EU를
상대로 제소하여 현재 분쟁해결절차가 진행중이다.

23  General interpretative note to Annex 1A :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nd a provision of another agreement in Annex 1A to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ferred to in the agreements in Annex 1A as the "WTO Agreement"), the provision of the other
agreement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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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절차

가) 유관기관
도표 48

중국의 수입규제제도 운영기관

직속특설기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세관총서

관세세칙위원회

① 상무부(MOFCOM; Ministry of Commerce)
중국의 반덤핑 법규에 근거한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영기관은 상무부와 관세세칙
위원회(TCSC; Tariff Commission of State Council)이다. 중국 상무부는 산하에
덤핑조사와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조사 결과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권고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최종적
으로 결정한다.
2003년 이전 대외경제합작부(MOFTEC)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SETC)로 덤핑조사와 산업피해조사 업무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2003년 3월 상무부가 설립되면서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 관련 부서가 상무부로
통합되었다.
이후, 과거 대외경제합작부 산하에서 덤핑조사를 수행하였던 공평무역국(Fair
Trade Bureau)이 상무부의 수출입공정무역국(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s
& Exports)으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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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무는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국(Bureau of Industrial
Injury Investigation)이 상무부로 소속만을 옮긴 채로 산업피해와 인과관계
조사를 담당하였으나 최근 두 부서(수출입공정무역국, 산업피해조사국)가
수입규제조사국(Trade Remedy and Investigation Bureau)으로 일원화되어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수입제품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존재하고 이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상계관세조례 국무원령 제402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다. 보조금 및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와 확정 판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상계관세조례 국무원령 제402조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상무부에서 관할한다.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중국 상무부는 수입제품의 물량 증가로 동류제품 생산 또는 직접 경쟁제품의
국내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중대한 피해의 위협을 야기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보장조례 제403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사를 실시하고
보장조치를 취한다.
결국,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모두 중국 상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②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State Council)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세관총서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상무부의 부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무부 장관이

V

맡고 있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부처 간 업무조정기구로 각료 구성원은
아니며, 일반관세 및 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과 같은 특별관세의 율 등을 제정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덤핑조례의 모든 조항을 규율하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③ 세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세관총서는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결과를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면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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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장조치위원회
상무부는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을 심사하고 조사결과 및 관련
상황을 보장조치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반덤핑 조사절차
도표 49

중국 반덤핑 조사 절차

조사신청
60일

조사개시

응소등록

예비조사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짐
(6개월 연장가능)

덤핑 예비판정

산업피해 예비판정
잠정조치

국외 실사검증

국내 실사검증
본조사

덤핑 최종판정

산업피해 최종판정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반덤핑관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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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개시
상무부는 국내생산자로부터 덤핑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이 접수되면 제소장
내용과 관련 근거 자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칙적으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실무적으로는 2주일 이내에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http://english.mofcom.gov.cn/)에서 중국의 수입규제 공고,
무역 통계, 외국투자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면
상무부는 조사개시 공고를 한다. 조사개시 공고는 상무부 웹사이트의 Polic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licies에서는 조사개시 관련뿐 아니라 중국에서 실시한 반덤핑,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의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등 공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도표 50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수입규제 관련 공고문

V
조사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들은 조사참여 등록을 해야 한다. 조사
참여 등록 서한은 상무부 조사개시 공고문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129

도표 51

중국 상무부 덤핑 조사 참여 등록 서한 예시

아래와 같이 조사개시 공고에 들어가서 페이지 하단에‘All information published
in this website is authentic in Chinese. English is provided for reference only’
에서
Chinese 클릭하면 해당 공고의 중문 원문 공고가 나온다. 중문 공고 하단에서
조사 참여 등록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 있다.
도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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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답변서 제출
조사개시 공고문에 명시된 조사참여 등록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국
상무부가 조사 참여 외국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질문서를 송부한다. 질문서는
중국 상무부의 수입규제 하위 사이트(http://trb.mofcom.gov.cn)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중국 수출자 질문서 표지와 Section A 일반사항 부분이다.
도표 53

중국 상무부 수출자/생산자 질문서 예시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V

아래와 같이 수입규제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개시공문과 질문서 양식을 조회할 수
있다. 답변서는 모두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증빙서류 역시 중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 내에 중국어가 능통한 인력이 없는 경우 답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심지어 홈페이지 자체도 영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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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4

중국 상무부 수입규제 공고 웹사이트 화면과 수출자 질문서 게재 화면

중국의 반덤핑 질문서는 기업구조, 조사대상제품, 내수판매, 수출판매, 제3국판매,
생산원가, 예상덤핑마진으로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수출자가
스스로 예상덤핑마진을 계산해 제출한다는 점과 2개년치 원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표 55

중국 반덤핑 질문서 Section 별 구성요소

SECTION

Title

Sub Title
 Name of the company

A

Company’s Structure and Operation

 Shareholder’s lists

기업구조

 Subsidiary informa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B

Investigated Product
조사대상제품

 Manufacturing Process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Product code description
 Date of sale
 Manufacture’s information

C

Export to China

 Resale affiliates information

수출판매

 Sales & distribution Channel
 Sales process
 Expens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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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Title

Sub Title
 Date of sale
 Manufacture’s information

D

Domestic Sales

 Resale affiliates information

내수판매

 Sales & distribution Channel
 Sales process
 Expense information

E

F

G

Third Country Sales
제3국 판매
Cost of Production

 Accounting system

생산원가

 Production process, production cost

Estimated Dumping Margin
예상덤핑마진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중국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Appendix가 정형화되어 있어 Appendix Reconciliation이
중요하다. 중국의 Appendix는 미국의 Exhibit이라는 것에 대응되는데, 미국의
Exhibit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Narrative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개수에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의 Appendix는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표56>에서 내수/수출/원가 각각의 열에“O”
로 표기한
것들은 이들 Appendix 각각에 기록한 수치들이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답변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기에 앞서 이 Appendix Reconciliation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도표 56

V

중국 반덤핑 질문서 Appendix 구성
Appendix

내용

1. General Information

기업 일반

    1.1 Shareholder

주주

    1.2 Board Members

이사회 현황

    1.3(a) Related Company

관계사 현황

    1.3(b) Company or Related Company in China

중국 내 법인 및 관계사 현황

    1.4 Operating Condition

운영현황

    1.5 Production Capacity

생산량 및 가동률

    1.6 Purchase of Investigated Products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내수

수출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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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내용

3. Export

수출판매

    3.1 Export Sales Customer

수출 거래처

    3.2 Affiliates resell customers

관계사의 재판매 거래처

    3.3 Price Difference

가격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

    3.4 Sales List of Direct Exports

중국으로의 직수출 내역

    3.5 Sales List of Indirect Exports

상사를 통한 중국 수출 내역

4. Domestic Sales

내수판매

    4.1 Domestic Customers

내수 거래처

    4.2 Domestic Sales List

내수 판매 내역

5. Export sales to Third countries

제3국 수출

    5.1 Third Country Customers

제3국 수출 거래처

6. Production Cost

생산원가

    6.1.1 Raw Material Purchase List

원재료 구매 내역

    6.1.2 Manufacturing and Inventory Cost

제조원가, 재고유지비용

    6.2. Product Ledger

제품수불부

    6.3 COP

제품 제조원가

    6.4 Indirect Selling Expense (ISE)

간접판매비

    6.5 G&A/Financial Expenses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

    6.6 G&A by Departments

부서별 일반관리비

    6.7 ISE by Departments

부서별 간접판매비

    6.8 Financial Expense by Departments

부서별 금융비용

내수

수출

원가

③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덤핑, 산업피해와 양자 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 예비판정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행적으로는
조사개시일로부터 8~9개월가량 뒤에 내리는 것이 보통이나, 길게는 1년이 소요된
경우도 있다. 예비판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상무부는 관세세칙위원회에 잠정관세 부과를 권고하고, 관세세칙위원회는 잠정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 뒤 결정을 내린다. 잠정조치 실시 기간은 잠정조치 공고
일로부터 4개월(6개월까지 연장 가능)을 초과하면 안된다. 단, 특별한 경우(Lesser
Duty Rule의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반덤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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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역시 WTO 협정과
동일하다.

④ 실사
중국 역시 인도와 마찬가지로 판매와 원가를 모두 합해 약 3일간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중국 회계사들이 실사에 참여하면서 조사관들이 회계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는 곧 답변서와 Appendix, 그리고
현장실사 시 열람하는 전산시스템상 데이터들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⑤ 최종판정 및 확정관세 부과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최종판정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나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해서 안된다. 상무부가 최종판정의 내용을
공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세관총서가 확정관세를 부과한다.

⑥ 사법심사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People’
s Court에서 사법심사 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⑦ 중간재심 및 일몰재심

V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유지여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는데 재심은 반덤핑위원회의
판단,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반덤핑조사의 최종판정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일몰재심이 가능하다. 일몰재심은 1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중국은 중간재심에 대한 시행규칙은 있지만 일몰재심에 대한 별도의 시행규칙이
없어 조사 및 판정이 상대적으로 자유재량권이 많은 편에 속한다. 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과거 모든 일몰재심 사례에서 답변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예비판정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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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계관세 조사절차 24
도표 57

중국 상계관세 조사절차

조사신청
상무부에 상계관세 조사 서면 신청서 제출

조사개시
신청서 접수일 60일 이내

예비판정
보조 및 피해 양자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판정

잠정조치
예비판정 실시일로부터 4개월 미만 조치 가능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잠정조치 실시 불가
최종판정
상계관세 5년 미만 부과 가능

① 조사개시
중화인민공화국상계관세조례에 의하여 서면으로 상무부에 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다음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국내산업의
자격, 신청서내용 및 첨부한 증거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i.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보조금 존재
ii.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iii. 보조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존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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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존재, 피해 및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공고한다. 예비판정에서 긍정(affirmative) 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잠정조치 실시기한은 예비판정 공고 규정의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60일 이후에야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최종판정 및 확정조치
상계관세는 최종판정 공고일 후 수입한 제품에 적용되며 상계관세 금액은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최종판정에서 확정된 보조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상계관세 부과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 결정공고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료하여야 한다. 당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25
도표 58

중국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조사신청
상무부 세이프가드 서면 신청서 제출

V

조사개시
신청서 심사 및 피해 여부,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조사

잠정조치
예비판정에 따른 잠정조치는 200일 미만으로 부과 가능

최종판정
4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부과 가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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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개시
국내산업은 상무부에 보장조치를 취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신청인의 신청을 즉시 심사하고 조사여부를 결정한다.

②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된 수입물품의 급증이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20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최종판정 및 확정조치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입수량제한,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세이프가드는 제품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모든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세이프가드 실시 기한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쿼터량을 증가시키는 등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중간 재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규제를 종결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규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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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및 시사점

가) 중국의 한국산 아크릴 섬유 반덤핑 조사
아크릴로니트릴을 주성분(85% 이상 함유)으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로 만든
합성섬유로 모포 및 편직물 제품 등에 사용되는 아크릴 섬유에 대한 제소장이
2015년 7월 접수되었다. 제소장 접수로부터 불과 1주일 만에 조사가 개시되었고,
8개월가량이 지난 2016년 4월 예비판정이 내려졌다. 기업의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와 사례 및 시사점

정부 차원에서도 동 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중국 상무부 앞 서한을 송부하고, 중국 상무부를 직접 만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우리 업계와
정부의 노력 결과, 2016년 7월 최종판정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덤핑마진율이
인하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① 쟁점사항(1): 내수판매에 있어서의 관계사 거래
조사당국은 일본 수출자 미쯔비시가 동일한 제품을 관계사에게 판매한 가격이
비관계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정상가치 선정 시 관련 관계사
거래를 내수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출자는 관계사 거래가격과

V

비관계사 거래가격의 차이는 특수관계가 아닌 시장 및 소비자의 용도 등 기타
요인에 의해 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1)
중국 정부는 회사가 소유권, 소유 지분 또는 계약을 통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통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내수
거래는 통상의 상거래 테스트(ordinary course of trade)를 통과한 거래만을
사용하여 정상가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계사 거래 시 이들과의
거래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된 독립된 거래가격임을 입증할 자료들을 구비해 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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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내수판매 거래가 충분한 경우에는 관계사 거래가 전량 부인당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관계사 거래가 부인당할 경우 내수 거래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구성가치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성가치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하게 되는 적절한 이익률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덤핑마진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계사 간 거래 발생 시 비관계사와의 유사한 거래를
생성하여 비교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쟁점사항(2): 수출에서의 판매일자 선정
터키 수출자(Aksa Akrilik Kimya Sanayi A.S.)는 대중국 수출 거래 조건은 계약
체결일에 결정되므로 계약 체결일을 판매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사당국은 판매일은 실제적인 거래 조건이 확정되는 특정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자는 실제적인 거래 조건(가격, 판매량, 운송, 대금 지급 등)이 계약
체결일에 확정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수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④ 시사점 및 대응방안(2)
일반적으로 송장일(Invoice Date)을 판매일로 결정하나 다른 시점이 판매일로 더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결정된 날짜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모든 중요한 판매조건이 완전히 실현된
시점과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판매일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수출국 내수판매가격을 수입국(즉, 중국)으로의
수출가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외화환산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환율의 변동폭이 극심하지는 않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제거래가 미국달러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내수거래는 원화로 이루어지고, 중국 수출거래는
미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원/달러 환율이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원화로
표시된 정상가치를 더 높아진 환율로 나누게 되므로 미달러화 표시 정상가치는
낮아지게 된다. 판매일자 결정에 있어 대체가능한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이후 중간재심이나 일몰재심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140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⑤ 쟁점사항(3): 그룹사의 일반관리비 배부 문제
조사당국은 수출자가 속한 그룹사 전체의 일반관리비를 배분해서 당해 수출자의
비용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출자는 연결손익계산서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할 수 없으며, 연결손익계산서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더라도 매출액으로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당해 수출활동을 수행한 법인 내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당국은 당해 그룹사가
전체 계열사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계열사는 그룹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그룹 전체 매출에서 당해 수출자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관리비를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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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사점 및 대응방안(3)
이미 우리 대기업그룹사들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주사가 발생시킨 계열사
관리비와 공통비용들을 계열사로 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이
지주사의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두 가지 사항에 집중해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다른 계열사 혹은 다른 국가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접근이다. 지주사의
비용들을 분류해서 각 계열사별로 기여한 금액들을 추출해 배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사가 수행하는 활동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들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추적가능해야 한다. 즉, 활동기준 원가회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가능한 방식이다. 물론 비경상적인 항목이나 투자활동과 관련한 항목들을

V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배부기준을 다투는 방법이다. 조사당국이 적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 계열사들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비중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지주사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여러 배부기준 중 어떤 것이 보다 적합한지를 주장함으로써 최소한
배부받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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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설탕 세이프가드 조사
탄소·수소 및 산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단맛을 지니며 물에 잘 용해되는
물질인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2016년 9월 개시되었다. 2회에 걸친
정부 서한 발송과 2회에 걸친 중국 상무부와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수량제한이
실시되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이 제한수량(수입쿼타) 미만으로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① 쟁점사항(1):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우리 수출기업들이 수출하는 설탕 완제품은 용도, 세번, 식품 위생지표 등의
측면에서 조사대상제품인 원료당과 상이하므로 수입 설탕 완제품을 조사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당국은 원료당과 설탕 완제품의 경우
물리적, 화학적 특징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료당을 설탕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원료당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설탕 완제품이 원료당을 대체해 중국 내 설탕 산업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설탕 완제품 및 원료당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② 시사점 및 대응방안(1)
동종제품의 범위에 소재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 사례와 같이 원료와 완제품 사이에 경미한 가공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종제품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물리적 특성, 소비자의 인식, 최종용도, 유통경로,
대체가능성, 생산과정과 설비 및 기술, 가격, 기술적/화학적 특성, 생산자의 평가,
그리고 관세분류번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종제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들 각각을 조목조목 따져 동종제품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도
사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단순히 국내산업이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사대상제품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쟁점사항(2): 절대적인 수입량의 급증 여부
호주 수출자들는 중국 내 생산 능력이 2011~20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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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수출자들는 2011~2014.9 기간
동안의 중국 설탕 가격 하락은 같은 기간 국제 설탕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므로
수입물품 때문이 아니라 주장하였다. 더욱이 2014년 9월 이후로는 설탕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므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당국은 국내
설탕 산업 지수를 검증한 결과, 중국 내 설탕 제품 산업의 수요량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생산량 및 판매량은 증가한 후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였고, 매출액과 판매가격, 세전 수익, 현금흐름 모두
하락하였으며, 가동률 및 고용 사정이 모두 악화되었다고 밝히면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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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사점 및 대응방안(2)
세이프가드협정 제4.1조는‘심각한 피해’
를“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피해의 판정을 위하여“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상대적 수입 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
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피해를 판정함에
있어 이러한 평가지표들과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의 몫인데,
조사당국은 여러 지표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수준의 설명이 있을 뿐이다. 우리 수출기업

V

들이 제시하는 방식 역시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여러 지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인과관계와 관련된 주장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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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용어 해설

※출처: 통상관련 용어집, 2013.06, 산업통상자원부

1) 가격인상 약속 Price Undertaking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조사
당국이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문제된 지역으로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제시할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

2) 가입의정서 Protocol of Accession
한 국가가 WTO에 가입할 때 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법적 문서를
가리킴.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가입 작업반
보고서(Working Party Report)는 신청국의 무역정책·제도, 관세·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전반적 협상내용을 담은 개괄적 현황보고서를 말하며 가입의정서와는 다름

3)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개도국 우대)
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에 부여되는
특별대우. 개도국 우대라고도 부르며, 개도국의 관세 감축의무 완화, WTO 협정상
이행의무 완화, 기술지원 등으로 반영.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4)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일정한 조정을 거친 가격을 말하며 수입신고 시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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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제한관행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무역과 경쟁의 연계 및 다국적기업의 행위규제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쟁
제한적 행위(관행). 국제무역에서 주로 문제되는 경쟁제한관행에는 국제카르텔협정,
국제라이센스계약, 국제독점대리점계약 및 국제프랜차이징계약이 있으며 최근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협정도 그 경쟁제한 여부에 따라 규제에 포함되기도 함.

6) 공장도 가격 Ex-works Price
원산지 규정에서 역내 부가가치기준 유형의 하나로 물품이 생산된 현지공장에서
생산자에게 지불되는 가격

7) 공정 무역 Fair Trade
균등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 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덤핑을 통한 무역, 보조금을 통한 무역은 공정 무역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됨.
용어 해설

8)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내국가 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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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며, 따라서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
대체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며 대표적인 예로 EC를 들 수 있음.
관세동맹 체결의 효과로는 동맹국 내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무역 창출효과와 지역
밖의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동맹국 내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무역 전환효과가
있음. 특히 1834년에 발족한 독일관세동맹은 71년 독일제국 성립의 경제적 기반을
성립한 것으로 유명함. 1952년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됨. 48년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3국에 의해
결성된 베네룩스 관세동맹도 예로 들 수 있음.

147

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 GATT는 당초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UN의 특별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하던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헌장(Havana Charter)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나, ITO가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일부 국가 간의 협정으로 잠정 출범. 원래는 상품무역과 관련된
관세인하가 주된 관심영역이었으나, 점차 비관세장벽 등도 규율대상에 포함. GATT는
법적 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WTO 출범 이전까지
사실상(de facto)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 1948.1. 발효 후 1994년까지 개정되고
보완된 GATT를“GATT 1947”
이라 하며, GATT 1947과 UR 협상에서의 GATT관련결정
등을 묶어“GATT 1994”
라고 함. 1995년 WTO 설립에 따라 WTO 체제로 흡수됨.

10) 관세양허 Tariff Binding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음.

11) 관세율 할당 TRQ(Tariff Rate Quotas)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12) 관세장벽 Tariff Barriers
무역수지 개선 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각국에서 관세장벽 강화

148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13) 관세평가 Custom Valuation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WTO 관세평가협정(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은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14) 관세품목 Tariff Line
관세율표상 분류된 품목

15) 관세환급 Duty Drawback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동 재료가 사용된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 환급액이 미미할 경우에는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액을 일일이 산정하는 대신 정액을 지급하는‘간이정액환급
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용어 해설

16) 교차보복 Cross Retaliation
WTO의 협정 하에서 패소국이 패널의 판정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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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할 수 있음.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이를 교차보복이라고 함. 이러한 교차
보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①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②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
에서의 양허를 정지하고,
③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함. 이와 같은
교차보복의 허용으로 GATT/WTO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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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차보상 Cross-Compensation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양허를 위반한 WTO 회원국이 위배조치나 관행을
철회하지 않고 대신 다른 분야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18)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
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하여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 생산원가, 일반·관리·
판매비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됨.

19) 국경세 조정 BTA(Border Tax Adjustment)
국내 소비용 상품이 수출될 경우 당해 제품에 부과된 소비세 등 간접세의 반환
또는 부과금의 미징수. 이러한 국경세 조정은 경우에 따라 환급(Drawbacks) 또는
감면(Remissions) 등으로 불림.

20) 국산부품 사용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안에 국산부품을 일정한도로 포함할 것을
정한 요건. WTO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협정)은 이를 금지하고 있음.

21) 국제무역센타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1964년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연합(UN)이 함께 설립한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무역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보유하는 데 중점을 둔 무역 개발
솔루션을 제공. 제공 및 시장 개발, 무역지원서비스 개발, 무역 정보, 인적자원 개발,
구매 및 공급 관리, 무역 진흥을 위한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의 6개 분야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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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무역위원회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주로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 상품이 미국의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美정부기구.
ITC는 정부나 의회 공공단체의 의뢰를 받아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도 수행함.

23)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BOP(Balance of Payments) Measures
GATT 제12조, 제18조에 따라 대외 금융상황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 동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는 상세한 보고 및 정기적인
협의 의무가 부과됨.

24) 기술적 보호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암호화, SCMS
용어 해설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25) 기후변화협약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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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5월 9일 채택. 동 협정은 기후체계로 인한 인류생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이러한
온실가스의 수준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정의 시간계획 내에서
달성되어야 함. 협약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리에 따르게 됨. ① 과거
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기후체계의 보호, ②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제공, ③ 예방조치의 시행, ④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 ⑤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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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긴급수입제한조치 SG(Safeguard Measures)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음.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이라고도 하며 공정 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 무역규제제도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 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함.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함.

27) 내국민대우원칙 National Treatment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GATT 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양자 및
다자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내국민대우원칙은 일단 외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국내동종 물품에 비하여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사항은 비교대상이 되는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like product)인지를 판단하는 것임. GATT 제3조 2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내국세 기타 과징금을 수입품에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며, GATT 제3조 4항은 내국세 기타 각종요금에
있어서의 차별 이외에 정부규제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조문임. 또한
GATT 제3조 5항은 국내법규제로 상품 구성성분의 일정량 또는 일정 비율 이상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민대우원칙에는
많은 예외가 인정되어 있는 바, GATT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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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스크린쿼터제 등임. GATS 제17조, TRIPS협정 제3조,
정부조달협정 제3조 등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28) 누적 피해판정 Cumulative Assessment
반덤핑에 따른 피해 조사 시 한 덤핑 행위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수입물량이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를 합산하여 피해판정을 하는 것. 이 원칙에 의하면, 소량 수출국 또는
수출량이 감소하는 수출자의 경우, 대량수출자의 수출량과 누적되어 피해가
판정되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됨.

29) 덤핑 Dumping
수출자가 자국 내 국내시장 판매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함. 덤핑마진은 수출국의 정상가격(normal value)와 수출가격(export price)의
차이로 계산됨.
용어 해설

30) 덤핑마진 산정방식 A-A/T-T/A-T방식
덤핑마진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들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으로써

VI

비교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A-A방식); ② 개별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T-T방식); 그리고 ③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A-T방식)

31)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 등이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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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
하여 부과하는 관세.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관세법 제51조)

32) 동경라운드 Tokyo Round
GATT의 7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되었으며 102
개국이 참여하였음. 1973년 9월 동경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데 유래함.

33) 동남아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6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국가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 추구를 위한 지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8월 방콕에서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한 후 아세안 선언으로 1967년 8월 8일 결성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동 연합의 목적은 ①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 촉진, ② 외국으로부터의 간섭
배제 및 역내 제국의 평화와 안정 수호, ③ 경제·사회·기술·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원조임.

34) 무역구제 Trade Remedies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조치. 반덤핑조치, 상계
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함.

35)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칭함. WTO‘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BT)’
의
전문에는 기술적 장벽을 포장, 표시, 등급표시를 포함한 기술 규정 및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암묵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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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국 무역대표 USTR(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외무역협상을 담당하는 각료급 인사. 또한 동 기관을
지칭하기도 함.

37) 미국 통상법 201조 Section 201
흔히 도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불리는 1974년 미 통상법 201조를 지칭함.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미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safeguard 조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조항

38) 미국 통상법 301조 Section 301
미국의 많은 수출산업들이 외국의 무역장벽 때문에 외국시장에 진출과 관련해서
겪고 있던 애로를 타개할 목적으로‘1974년 통상법’제정 시 신설. 이후 통상법
301조는 계속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1974년 통상법’
제3편 제1장에 포함된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의 일련의 규정을 지칭함. 301조는
용어 해설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됨. 또한 이 조항은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VI

39) 미소 de minimis
「허용가능 최소」또는「의무면제」
의 뜻을 지님. 주로 원산지여부 판정, 덤핑마진
판정, 세이프가드 발동대상 판정 등에 동 개념이 사용됨.

40) 미소 덤핑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이 2% 이하인 경우를 말하여, 이 경우 반덤핑 조사는 자동적으로 종료됨.
현재 DDA 규범 협상에서는 미소 덤핑 마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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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negligible imports)인 바,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음.

41) 미소수입물량 Negligible Imports
미소마진 이외에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덤핑 수입품의
수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를 뜻하며, WTO 협정 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함: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이어야 함.

42) 반덤핑 Anti-Dumping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3)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 피해 판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DDA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임.

44) 반덤핑 자문위원회 AD(Anti-Dumping) Advisory Committee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문 및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및 집행위원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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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 및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세의 부과 및 확정관세 부과의 건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45) 반 우회덤핑 Anti-Circumvention
제3국 또는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조치를 새로운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

46)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
상대국의 관세인상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WTO 체계 하에서는 일방적인 보복
관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

47) 보상 Compensation
용어 해설

다른 회원국이 서비스에 대한 양허약속을 깨거나 양허율 이상으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경우에 WTO 회원국들이 이용 가능한 구제방안. 양허약속을
어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회원국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 하며, 대개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양허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VI

이루어짐.

48) 보조금 Subsidy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는 ① 정부의 ②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고 ③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benefit)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여기서 정부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정부의 재정적 기여란
공공 계정상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상지원, 채무감면, 대출, 지분참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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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민간에게 자금이 직접 이전되거나 민간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가 세입을 포기하거나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에 정부가 민간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민간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됨.

49) 분쟁해결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국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기구.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 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

50)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비관세 무역장벽. 관세율 그 자체보다 표준·인증, 수출세, 위생검역 등 관세 이외의
요소가 시장접근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DDA NAMA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의 제거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51) 비관세조치 NTM(Non-Tariff Measure)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52) 비종가세 non ad valorem duties
종가세가 아닌 모든 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이 이에 해당됨. 종량세는 단위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53) 산업피해구제수준 Injury Margin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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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
보다 저가판매된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판매마진을 산업피해
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이 없었더라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에는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함.

54) 상계가능(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specificity)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
동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동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상대방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주게 되면 상대방 회원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직접 WTO에 제소할 수 있음. 부정적 효과는 상대방 회원국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GATT 하에서의 양허를 통해 얻는 타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침해(impairment), 또는 다른 회원국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의미함.

55) 상계관세 CVD(Countervailing Duty)
용어 해설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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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소기구 Appellate Body
WTO 분쟁해결절차 양해(DSU)에 의해 설립된 7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함.

57)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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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식 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 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임.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 2013년 3월 현재 회원국은 159개국.

58)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WTO Trade Policy Review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중국, EU,
일본)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
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59) WTO SCM(Subsidies and Countervailing)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즉, 보조금을 부여하는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나 기업그룹,
또는 산업그룹에만 한정하여 특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60) 수량제한 QR(Quantitative Restriction)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하는 쿼타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자,
GATT 발족 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음. 수량제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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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임.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1) 수입제한 Import Restrictions
수입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정부조치

62) 수입쿼터 Import Quotas
수량 제한의 일종으로 일정 물량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

63) 수입할당 Quota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수입은 어떠한
용어 해설

가격하에서라도 금지되는 수량제한의 대표적 조치.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쌍무쿼타 (Bilateral quota), 관세할당(Tariff quota) 등이 있음.

64) 수출보조 Export Subsidy

VI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 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주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을
의미함. 이런 수출보조는 UR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농업협정)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보조금·상계관세)이 다르게 협상이
종결되었음.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도록 했음.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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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신법 우선의 원칙 lex posterior
신법(later law)이라는 뜻으로 국제협약을 해석하는 데에 통용되는 원칙. 만약에
어떠한 국가가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나중에
체결한 조항이 전자에 우선한다는 원칙

66)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Bilateral Safeguards
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의 결과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간 동안 당해 FTA 체약국 간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가리킴.

67) 우회수입 방지(우회덤핑) Circumvention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임.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함.

68) 이해관계자 Interested Parties
반덤핑 조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현행 WTO 반덤핑 협정 제6.11조는 이해관계자를 ①
외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② 수출국 정부 ③ 수입국 내 동종상품 생산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들 이해관계자에게는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정부가 통보되어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충분한 시간과 자신의 이익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69) 인과성 Causality
덤핑의 존재, 보조금의 존재, 또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함을 말함.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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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덤핑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의 존재, 그리고
그 둘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존재, 그리고 그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상계 관세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존재하고 그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0) 일몰 조항 Sunset Clause
조사당국이 일몰 재심(Sunset Review)을 통해 덤핑(보조금) 및 피해의 재발 및
계속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속적인 반덤핑 관세(상계관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지 않는 이상 모든 반덤핑 관세(상계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되도록 한 조항. UR 협상을 통해 인정됨. 그러나 일몰 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상계관세)가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조치가 연장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DDA 규범 협상에서 동 조항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71) 잠정 상계관세 Provisional Countervailing Duties
용어 해설

일단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 관세.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VI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의해
인정

72) 잠정세이프가드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하에서 대상 섬유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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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

74) 제로잉 Zeroing
덤핑율 산정 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 덤핑마진 산정 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
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음.

75) 조치 Measure
법률, 규정, 절차, 요건, 관행, 또는 정부 혹은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에 의한
행정행위 등을 지칭

76) 조치기간 Duration
개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잠정조치, 최초 및 연장적용기간 포함 8년
(개도국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①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② 당해산업이
구조 조정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③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제8조), 통고 및 협의(제12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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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존속기간 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 간의 동의 없이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됨.

78) 최빈개도국 LDCs(Least-Developed Countries)
1인당 GNP, 신생아 사망률, 일인당 칼로리 공급율, 초중교육 등록율, 문맹률, GDP
대비 제조업 비율, 산업 내 고용비율, 일인당 전기 소비량, 수출집중율을 기준으로
정함. 이 같은 지표들과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3년마다 UN 경제사회
이사회(ECOSOC)에 의해 검토됨. 현재 49개국임.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moa, São Tomé and Prí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dan, Timor-Leste, Togo, Tuvalu,
용어 해설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Vanuatu, Yemen, Zambia

79) 최소부과원칙 Lesser Duty Rule

VI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 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수출자의
수출가격)의 차이)중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DDA 협상에서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80) 특정성 Specificity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상계(조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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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됨(금지 보조금인 경우에는 특정성은 자동으로 인정).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조금지급이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을 명시함이 없이 일부
기업에 제한되거나, 소수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WTO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이 특정기업으로 명백히
한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조금의 수혜가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경제적이며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또한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수, 각 기업에 배정된 금액 및 공여기관의 재량권행사방식을 고려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1) 표적덤핑 Targeted Dumping
수출자가 특정구매자, 특정시기,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

82) 피해 Injury
덤핑, 보조금, 수입급증 등 해외의 수출업자가 취한 행동에 의해 국내산업이 겪는
부정적인 효과. 덤핑 및 보조금의 경우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경우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경우
에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음.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와 심각한 피해라는 용어는 모두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나
‘심각한 피해’
가‘실질적 피해’
보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간주됨. 현재 DDA 규범
협상에서 실질적 피해의 정의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83) 확정 반덤핑관세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정식 반덤핑 조사를 완료한 후 부과되는 반덤핑관세. 반덤핑 협정은 국내 산업
피해를 조기에 구제하기 위하여 잠정(provisional)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어, 그에 대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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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Panel
WTO에 제소된 분쟁사건을 1차로 심리하고 판결하는 3인의 그룹. 3인은 매
사건마다 새로 임명됨.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늦어도 동 패널설치
요청이 의제로 채택된 회의 다음 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는
패널이 설치되어야 함. 패널은 분쟁의 사실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분쟁해결 협정과의 합치성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됨. 패널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됨.

85) WTO 분쟁해결절차 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및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의
용어 해설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해서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됨.

86)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VI

동 양해는 GATT 1947 이래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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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WTO Plus 방식
FTA 체결국가는 WTO 협정 GATT 1994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 등 기존 WTO
협정 준수의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 협정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소위 WTO
Plus라 함.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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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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