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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미국의 반덤핑 규제 동향
□ 최근

미국의 반덤핑 규제는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조사절차를 강화하여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됨
□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에 적용되던 덤핑마진 산정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시장경제국에도 적용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2015년


미국은 ‘1930년 관세법’의 반덤핑 관련 규정 개정1)을 통해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에 대한 조사절차를 확립하고, 기업의 판매가격 및 원가에 왜곡이 있다는 조사
당국의 결정을 근거로 조사대상기업이 실제 제출한 가격 및 원가정보를 인정하지 않도록 허용
- 기업의 실제 자료를 부인하고 조사당국 재량의 방식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은 비시장경
제국에 대한 덤핑조사 방식과 유사
○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2017.4월)을 시작으로 타국가·

타품목으로 PMS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PMS 적용 전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의 고율 덤핑마진이 산정되는 실정임
□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강화하여 규제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최근 시도는 신규로 개시되는 조사뿐만
아니라 연례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됨
○ 2015년


관련 법 개정 이후 PMS를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한 총 7번의 판정 중 5건이 모두 한국에

대한 연례재심에 해당
<PMS 적용 전후 덤핑마진 비교>
적용 전
46.37%
38.16%

19.42%

8.04%

6.19%
1.62%

케이스 1

자료 : 美 상무부

<미국의 PMS 판정 케이스>

적용 후

케이스 2

품목

구분

덤핑마진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

최대 24.92%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

최대 46.37%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원심

최대 86.41%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

원심

최대 92.52%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

연례재심

최대 38.16%

한국산 송유관

연례재심

최대 19.42%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

최대 6.75%

케이스 3

주 : *는 일부기업에 AFA 적용
자료 : 美 상무부

1)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 TPEA) 제504조를 통해 반덤핑 조사절차를 규정한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일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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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핑마진 계산과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CV)의 적용
□ 덤핑마진은 통상적인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 OCOT)에서 발생하는 동종 상품의 정상가격
(Normal Value, NV)과 수출가격2)(Export Price, EP)의 차이만큼 산정됨
○ 수출가격은


세관 자료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로 입증이 가능해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반면,
정상가격은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 방식이 상이하여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덤핑 조사
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됨

□ 조사당국(수입국)은

수출가격과 비교 가능한 정상가격(NV)의 기초로 조사대상 기간 중 ① 수출국 내
거래가격(home market sales, 내수판매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그 과정에서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및 통상거래가격 적용 여부를 검토
①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조사대상 기간 중 내수판매량이 수입국(조사당국)에 수출한 물량의 5% 이상인
경우 충분한 물량이 거래된 것으로 인정
②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모든 관계사간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사 간 거래이더라도 공정한 거래(제3자와의 거래가격의 98%~102%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되면 이를 통상
적인 거래로 간주하고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
③ 원가미만 판매(COP* below Test) : 원가미만 판매물량이 20% 이상이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체 원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격인 경우 원가미만 판매를 정상가격(NV)산정에서 제외

* COP(Cost of Production : 생산원가)

□ 내수거래 실적이 없거나 물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② 조사대상기업의 제3국 판매가격(third-country sales)이나 ③ 조사당국이 산정한
구성가격(CV)을 정상가격(NV)의 기초로 적용
○ 제3국


판매가격과 구성가격 간 우선순위 결정에는 조사당국별 재량이 허용되며, 미국은 주로 제3국 판매
가격을 우선 고려3)해 왔으나 최근에는 구성가격을 선호하는 추세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NV) 결정>
정상가치(Normal Value; NV)

덤핑마진

수출국 내 거래가격(home market sales)
내수 판매 없음 or
내수 거래물량이 對美 수출의 5% 미만 or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제3국 판매가격
(third-country sales)

우선순위 X

구성가치(CV)
=생산원가+
판매관리비+이윤 등

(dumping margin)

정
상
가
치
(NV)

수
출
가
격
(EP)

2) 조사대상기업이 수입국의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업체에 판매하고, 수입업체가 이를 비특수관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판매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조사대상기업의 최초 판매가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업체에 의해 발생한 간접판매비용, 판매수수료, 수입업체의 이윤 등
을 제외한 조정된 가격을 정상가격(NV)과 비교하며, 이 가격을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 CEP)이라 한다.
3) 19 CFR 351.404(f), 19 U.S.C §1677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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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덤핑마진 산정과 구성가격(CV)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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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가격(CV)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회계장부를 토대로 생산원가(COP)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
관리비, 이윤 등을 더해 조사당국이 직접 산정함
○ 원칙적으로


조사대상기업이 통상적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정
○ 구성가격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세부기준은 WTO 반덤핑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름
<美 상무부의 정상가격(NV) 결정 사례>
사례 (1) 내수판매 실적 無
미국의 말레이시아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조사(원심 예비판정, ’03.11.28.)
①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의 말레이시아 내수판매 실적 없음 → 수출국 내 판매가격 존재 X
②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이 판매된 일본으로의 판매량이 對美 수출물량의 5% 미만 → 충분한 물량이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제3국 판매가격 이용 X
③ Funai Malaysia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美 상무부가 산출한 구성가격(CV)을 토대로 덤핑마진 산정

사례 (2) 내수거래 물량 부족에 따른 수출국 내 거래가격 불인정
미국의 네덜란드산 정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에 대한 반덤핑 조사(연례재심 예비판정, ’07.9.7.)
① 조사대상기업인

CP Kelco사의 조사대상 기간 중 네덜란드 내수판매량이 對美 수출량의 5% 이하 → 수출국 내 판매
가격 이용 X
② CP Kelco사의 대만 판매가격(제3국 판매가격)을, 제3국 판매실적이 없는 일부 품목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이용

사례 (3) 통상거래가격 검토
미국의 네덜란드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연례재심 예비판정, ’04.12.3.)
① 조사대상기업인

Corus Staal사의 조사대상 기간 중 네덜란드 내수판매량이 對美 수출량의 5%를 초과하므로 물량의
충분성 충족
Staal사의 내수판매 물량 중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해 통상적인 거래에 속하는 거래(비특수관계인에
② Corus

대한 판매가격의 98~102% 범위)만 정상가격 산정에서 포함(Arm’s length)
③ Corus Staal사의 내수판매 물량 중 특정 모델에 대해 내수판매의 20% 이상 물량이 원가미만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원가미만 판매 물량을 제외하고 원가 이상 판매 물량만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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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반덤핑협정 제2.2조는 수출국의 특별시장상황(PMS)으로 인해 수출국 내 거래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국 내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3국 판매가격 또는 구성가격
(CV)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4)
○ WTO


협정 차원에서 PMS가 언급된 것은 동 조항이 유일하지만 ‘특별시장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판단

기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음
□ 미국도

WTO 반덤핑협정에 근거하여 극히 일부 사례에 대해 수출국에 PMS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수출국 내 거래가격 대신 제3국 판매가격이나 구성가격(CV)을 적용해 왔음
○ 미국의


WTO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SAA)은 PMS를 비교적

좁은 범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당국인 美 상무부도 일부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PMS를
적용해 왔음
- SAA는 PMS를 ① 수출국 내 거래가 단 1건의 거래만으로 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통과하는 경우, ② 정
부의 광범위한 개입 등으로 판매가격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경우, ③ 수출국의 수요패턴이
미국과 다른 경우 등으로 규정해 비교적 좁은 범위로 PMS를 해석
○ PMS를


적용한 사례에서 美 상무부는 수출국 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기업이 제출한 생산비용 자료에

기초하여 구성가격을 산출해 덤핑마진을 산정하였음
<美 상무부의 특별시장상황 적용 사례(개정 이전)>
미국의 일본산 신문용 대형 인쇄기 대한 반덤핑 조사(연례재심 예비판정, '00.10.19)
① 조사대상품목인 대형 인쇄기에 대해 정상가격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수출국(일본) 내 판매가격이 존재(물량의
충분성 및 통상거래가격 여부 충족)
② 그러나

각 기계별로 특성이 다르고 주문제작(custom-built) 형식으로 제작되므로 수출된 제품의 가격을 내수거래된
물품의 가격이나 제3국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국 내 판매가격 및 제3국 판매가격 불인정
③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구성가격(CV)을 계산하여 덤핑마진 산정

4) 제2.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3국 판매가격과 구성가격(CV)이 모두 고려될 수 있고 적용 우선순위에는 국가별 재량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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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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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 NME)에 대한 반덤핑 조사
□ 상기 상황과는 별개로 비시장경제(NME)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수출국 내 거래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 및 구성가격(CV)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정상가격 결정과정이 적용되지 않음
○ 1994년

GATT 제6조 1항의 보충조항은 수출국의 상품가격이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조사당국이 일반적인 반덤핑 조사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즉, 생산요소 투입 및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시장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국에서 형성된 상품 및 생산요소 가격이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덤핑
마진 산정에 이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점을 인정한 것임
1994년 GATT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1항 보충조항
2. 국가가 완전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무역을 독점하거나, 모든 국내가격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가격비교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수입국은 그러한 국가의 국내가격과 엄격하게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단, WTO 협정문에 ‘비시장경제’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이를 판단하는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므로 각 국가별로 자국의 반덤핑법에 차별적인 조사과정을 도입해 재량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미국도

자국의 반덤핑법에 비시장경제를 판단하는 기준5)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제3의
대체국가(surrogate country)의 생산요소 가격에 기초해 美 상무부가 직접 정상가격(NV)을 산출하
도록 규정
○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내수 및 제3국 거래가격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관한 정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美 상무부가 선정한 대체국가의 생산요소 가격을
토대로 직접 정상가격을 산출
○ 대체국가는


조사대상이 되는 비시장경제국과 경제발전 정도가 비슷한 시장경제국이면서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생산국인 국가 중 1개국 이상을 선정하여 정상가격 산출에 활용함
- 일례로 중국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에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의 생산요소가격이 이용되어 왔음

5) 미국은 비시장경제국가를 ‘원가 또는 가격결정구조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당해 국가 내에서의 상품의 판매가 당해
상품의 공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로 정의함.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화폐의 태환성, 노사 임금협상 존재여부 및 노사협상을 통한
임금 결정 여부, 외국투자 허용 및 합작투자 상황, 정부의 생산요소에 대한 소유 또는 통제 수준, 자원분배 및 가격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
준, 기타사항 등이 있음(19 U.S.Code §1677 (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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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생산요소 가격을 근거로 구성가격(CV)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3(c) - NONMARKET ECONOMY COUNTRIES
(1) IN GENERAL.—If—
(A) the subject merchandise is exported from a nonmarket economy country, and
(B) the administering authority finds that available information does not permit the normal value of the
subject merchandise to be determined under subsection (a),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determine the normal value of the subject merchandise on the basis
of the value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utilized in producing the merchandise and to which shall
be added an amount for general expenses and profit plus the cost of containers, coverings, and other
expenses.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the valuation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shall be based
on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values of such factors in a market economy country
or countrie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 대체국가를 활용하는 방식의 특성 상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해서는 고율의 덤핑마진이 부과되는 사례가
대부분임
○ 비시장경제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타국에 비해 생산요소

가격이 낮지만 실제 반덤핑 조사에서는 이보다 높은 제3국의 생산요소 가격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정
하므로 고율의 덤핑마진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현재 미국은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
<美 상무부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례>
미국의 중국산 컬러TV 수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원심 최종판정, ’04.5.19)
① 미국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컬러TV 수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동시에 개시
② 시장경제국인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조사 종결,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약 78%의 덤핑마진이
산정됨
③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동일한 필수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인도의 생산요소 가격
토대로 산출된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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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미국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정상가격(NV) 산출방식은 사실상 조사대상기업의 자료를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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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시장경제(NME) 개념의 등장
- 1980년 중반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 중국 등 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이기 시작
한 국가들의 무역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주요 수입국들의 반덤핑 조사가 급증
- 계획경제체제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 내 거래가격이나 생산요소가격을 덤핑마진 산정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GATT 내에 ‘비시장경제(NME)’와 관련된 보충조항이 마련됨
- 미국, EU 등 주요국가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덤핑 제도 운영을 위해 동 보충조항에 근거하여
비시장경제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별적인 조사절차를 자국법으로 제정하여 적용해 왔음
- 즉, 비시장경제(NME)는 반덤핑 조사라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국가별 재량이 허용되며, 특정 국가의 경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평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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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1930년 관세법상의 관련 조항(제771조, 제773조) 개정
□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TPEA)을 통해 PMS와 관련된
정상가격(NV)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
□ 주요 개정내용은 PMS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정상가격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사당국이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한 PMS 존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특히

생산비용에 대해 PMS가 존재하면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생산비용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조사당국 재량의 방식으로 구성가격(CV)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PMS를 통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개정내용 1 통상적인 거래(OCOT)에 대한 정의
□ 조사당국(美 상무부)의 판단 상 거래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특별시장상황
(PMS)이 존재할 때, 이같은 상황 하에서 발생한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 개정된


관세법 제771조(15)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outside ordinary course of trade) 상황적 조건으로

적절한 가격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PMS가 존재하는 경우를 추가
□ 즉, 조사당국이 수출국 상황 전반에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기업의 수출국 내
거래가격은 모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가격(NV)의 기초로 적용할 수 없음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15)(19 U.S.C. §1677(15)) - definition of ordinary course of trade
(생략)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sales and transactions, among others, to be
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 Sales disregarded under section 773(b)(1) - 원가미만거래
(B) Transactions disregarded under section 773(f)(2) - 관계사 간 거래
(C) Situations

in which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추가) - 특별시장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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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관련 개정 주요내용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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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2 특별시장상황(PMS) 시 구성가격(CV) 적용(제3국 판매가격 고려 X)
□ 수출국에 PMS가 존재하는 경우, 수출국 내 거래가격의 대안으로 제3국 판매가격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구성가격(CV)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


이전, 관세법 제773조(a)(1)(B)는 제3국 판매가격이 ① 대표성을 갖고, ② 당해 제3국으로의 판매

물량이 對美 수출물량의 5% 이상이며, ③당해 제3국 시장 내 PMS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
○ 개정


이후에는 ③ 당해 제3국 시장 내 PMS 존재 여부에 대해 ‘당해 제3국 시장 내’ 제한을 삭제하여 제3국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PMS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제3국 판매가격을 고려하지 않도록 함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3(a)(1)(B)(19 U.S.C. §1677b(a)(1((B)(ii)) - definition of normal value
(ii) in a case to which subparagraph (C) - 제3국 판매가격 applies, the price at which the foreign like product is
so sold (or offered for sale) for consumption in a country other than the exporting country or the United
States, if
(I) such price is representative, - 대표성이 있는 가격
(II) the aggregate quantity (or, if quantity is not appropriate, value) of the foreign like product sold by the
exporter or producer in such other country is 5 percent or more of the aggregate quantity (or value) of
the subject merchandise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and - 對美 수출 물량
의 5% 이상
(III)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oes not determine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 PMS가 존재하지 않을 때

□ 개정내용 1, 2를 종합하면 조사당국이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기업의 수출국 내
거래가격은 물론 제3국 판매가격도 정상가격(NV)의 기초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조사당국의 PMS 판단
→ 구성가격(CV) 적용’ 기제가 명확해짐
○동


개정 사항은 PMS가 존재하면 수출국 내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美 상무부가 PMS를 근거로 구성가격을 적용한 과거 케이스에 비춰볼 때, PMS 상황에서의
정상가격 결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 상기와 같이 절차적 조항이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MS의 정의나 세부적인 검토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므로 조사당국인 美 상무부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은 해소되지 않음
○ PMS를


구성하는 요건들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나 이러한 요건이 실제로 가격을 왜곡하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 과정 등은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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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실제 생산비용이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한 시장상황
(PMS)이 존재할 때,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부인하고 조사당국 재량의 방식으로 구성가격
(CV)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된


관세법 제773조(e)는 기업의 생산비용이 PMS로 인해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당국이 구성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WTO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개정내용 1, 2가 조사당국이 PMS를 통해 수출국 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구성가격을 적용하도록 한데 비해 개정내용 3은 구성가격에 포함되는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왜곡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여 PMS의 적용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였음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3(e)(19 U.S.C. §1677b(e)) - definition of constructed value
(e) Constructed Value.
For purposes of this title, the constructed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1)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merchandise, during a period which would ordinarily permit the production of the merchandi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중략)
For purposes of paragraph (1), if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such that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use an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under this subtitle or
any 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추가) (후략)

□ 즉, 조사당국이 PMS로 인한 시장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을 판매가격(sales)에서 생산비용(costs)
으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실제 생산비용까지 부인할 수 있음
□ 결국 조사당국의 판단으로 기업이 제출한 자료 대신 조사당국 재량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므로 비시장
경제국에 대해 적용하는 대체국가를 활용한 구성가격(CV) 산정과 유사함
○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사당국이 선정한 대체국가의 생산요소가격에 기초해 일종의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됨
○ 이같은


방식은 구성가격 산정에 조사당국의 재량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기업의 회계장부에 기초

하는 일반적인 구성가격(CV)과는 명확하게 구별됨

KITA TRAD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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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배경
□ 미국의 PMS 조항 개정은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NME)지위 적용 만료에 대비하여 기존과 마찬가지
로 높은 수준의 對中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중국이


WTO 가입 후 15년간 반덤핑 절차에서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한 조항 일부가 2016.12.11일

만료되면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미중 간 WTO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임
○ 對中


수입을 규제하려는 미국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차별적

인 반덤핑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
- 일반적으로 중국은 타국에 비해 생산요소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체국가의 생산요소 가격을 토대로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차별적인 조사방식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활용되었음
* 시장경제지위 여부에 따른 반덤핑 관세 비교(’85~’04, 가중평균) : 중국 98%, 시장경제지위국 37%

□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게 되더라도 중국에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측 조사대상
기업의 원가자료를 부인하고 美 상무부의 재량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6)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관련 현안(비시장경제)]
□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중국의 국내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용6)
하여 가입 후 15년 동안 반덤핑 절차에서 비시장경제(NME)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감수키로 하고 이를 가입의정서에
명시
□ 미국, EU 등 주요 반덤핑 제소국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근거하여 그동안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간주해 왔음
□ 2016.12.11.일 중국의 가입의정서 상 비시장경제지위 관련 조항이 만료되었으나 만료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미국과
EU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하고 반덤핑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중국이 동 사안에 대해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하여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임
○ 현재

중국-미국 간에는 양자협의가 종료되었으며, 중국-EU는 양자협의 이후 WTO 패널 절차가 진행 중임

- 단,
 WTO 분쟁해결절차는 중국의 가입의정서 상 관련 조항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중국이 시장경제
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WTO의 판정 대상이 아님
분쟁에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대체국가의 생산요소가격을 기초로
□ WTO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과 동일한 반덤핑 조사절차를 적용해야 하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6) WTO, Report on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 WT/ACC/CHN/4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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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사례
①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연례재심
□ 美 상무부는 2017.4.17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제1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개정된 PMS 관련 조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제2차 연례재심에서도 이를 유지
○美


상무부는 제소자측의 PMS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기존 결정에도 불구(2017.2.21.)

최종판정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
- 최종판정 이전인 2017.3.2일 당시 국가무역위원회(NTC)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OCTG 케이스에 PMS
적용을 권고하는 취지의 서한을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 제출한 바 있음
□ 동 사안은 2015년 개정된 PMS 조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로 한국 내 조사대상기업들은 현재 美 국제무역
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진행 중임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일지>
일자

구분

비고

'13.7.2.

U.S. Steel, Marverick 등 美기업의 제소

'13.7.

ITC(美국제무역위원회), DOC(美 상무부)조사개시

'13.8.16.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산업피해 긍정판정

'14.2.25.

DOC 예비판정

부정판정

'14.7.18.

DOC 최종판정

긍정판정(마진 : 9.89~15.75%)

'14.9.2.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산업피해 긍정판정

'14.9.

한국 조사대상기업, CIT(美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14.12.

한국 정부, WTO에 제소

사유 : CV 산출 시, 수출국 내 거래량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실제
자료 대신 다국적 기업의 이윤율 적용 등

'15.9.2.

CIT 최종판정

DOC에 덤핑마진 재산정 지시

'16.8.30.

CIT 최종 판정에 따른 덤핑마진 재산정

마진 : 3.98~6.49%

'16.10.15.

DOC 1차 연례재심('14-'15) 예비판정

마진 : 3.80~8.04%

'17.4.17.

DOC 1차 연례재심('14-'15) 최종판정

PMS 적용, 마진 : 2.76~24.92%

'17.4.28.

한국 조사대상기업, CIT에 제소

사유 : 자의적인 PMS 적용

'17.10.3.

DOC 2차 연례재심('15-'16) 예비판정

PMS 적용, 마진 : 6.66~46.37%

'17.11.14.

한국 정부, WTO 일부 쟁점 승소

美, 상소 포기 : '19.1.12일까지 판정 이행

'18.4.12.

DOC 2차 연례재심('15-'16) 최종판정

일부기업 PMS 적용, 마진 : 6.75%
(특정 기업에 대해 total AFA를 적용하여 75.81% 부과*)

주 : total AFA는 자료협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조사당국의 판단으로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가장 높은 덤핑마진을 적용한
것임. 따라서 2차 연례재심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 PMS가 존재한다는 판단은 유지하였으나, 덤핑마진 산정 시 AFA를 적용하였으
므로 PMS가 실제 덤핑마진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았음
자료 : 美 상무부, 美 국제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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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무부는 제소자측이 제시한 4가지 사항을 종합적(collectively)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 기업들의
OCTG 생산원가가 특별시장상황(PMS)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
○ OCTG


생산원가의 약 80-90%를 차지하는 열연강판과 전기료가 ① 한국 정부가 열연강판 생산에

지급하는 보조금, ② 한국 기업의 중국산 열연강판 조달, ③ 한국 내 열연강판 공급자와 OCTG 생산자 간
전략적 제휴, ④ 한국 정부의 전기료 통제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
- 각 사유가 개별적으로 PMS를 구성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기존 판단에도 불구 4가지 사유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PMS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한 것임
□ 美 상무부는 PMS를 근거로 개정된 관세법 제773조(e)를 적용하여 조사대상기업들이 제출한 원가정보
중 열연강판 비용을 상향조정하고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최대 24.92%,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에서 최대 46.37%의 덤핑마진을 부과
○ 조사대상기업의


한국산 열연강판 조달 비용에 한국산 열연강판에 기부과 중인 상계관세 47.20%를 추가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가격을 다시 산정7)
○그


외 사유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실제 원가조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음
<유정용 강관에 대한 PMS 적용>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변화>

OCTG 구성가치(CV)

A사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47.2% 반영

생산비용
(COP)

생산비용
(COP)

적용 전
덤핑마진

B사

기타

75.81

PMS 적용

적용 후
덤핑마진

46.37

24.92
19.68

수출
가격

13.84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

이윤
기타

이윤
기타

원심

1차 연례재심

1차 연례재심

2차 연례재심

2차 연례재심

PMS 前

PMS 後

최종판정

예비판정

최종판정

예비판정

최종판정

3.985.24 5.24

8.04

3.8 5.92

2.76

6.66

6.756.75

주 : A사의 2차연례재심 최종판정은 AFA 적용 건(PMS X)
자료 : 美 상무부

□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제3국 판매가격을 정상가격(NV)의 기초로 적용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도
생산원가 왜곡에 대한 PMS 판단을 근거로 최종판정에서는 구성가격(CV)을 적용하고 생산원가를 조정
○ OCTG


상품 특성 상, 한국 내수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내수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美 상무부는

PMS 판단 이전부터 일부 기업에는 제3국 판매가격을, 다른 기업에는 구성가격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해
왔음
7) DOC, Cost of Production and Constructed Value Calculation Adjustments for the Final Results , 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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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판정문을 통해 개정 취지 상, 생산원가가 왜곡된 상황 역시 적절한 가격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관세법 제771조(15)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예비판정까지 적용해 온 제3국 판매가격 대신 구성가
격을 산정하고 열연강판 구매에 대한 원가정보를 조정
- 즉, 생산비용이 왜곡되었다는 조사당국의 판단을 통해 구성가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세법 제
771조(15)가 구성가격 산정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 내 가격 및 제3국 판매가격을 부인
하고 구성가격을 적용하는 근거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②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원심
□ 美 상무부는 2017.10.19일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원심 예비판정에서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원심 최종판정에서도 유지
□ 아르헨티나 내수시장의 가격(sales)결정 및 조사대상기업의 원료 조달비용(cost)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소자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특별시장상황(PMS)이 존재한다고 판단
○ (판매가격


측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바이오디젤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자들에게 월

단위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 쿼터를 강제로 설정하였으므로 조사대상기업의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
(NV)의 기초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
○ (생산비용


측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주 원료인 대두(soybean)에 30%의 수출세(export

tax)를 부과하여 아르헨티나 내 대두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기업의 생산
원가도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
□ 美 상무부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용이 모두 왜곡되어 있다는 제소기업의 주장을 인정하여 대두에 대한
생산원가를 상향 조정해 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덤핑마진을 계산함
○ 판매가격


측면의 PMS 존재를 근거로 조사대상기업의 아르헨티나 내수판매가격을 부인하고 구성가격을 산정

○ 조사대상기업의


생산비용 중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조달한 대두 가격 대신 국제 가격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미국의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일지>

일자

구분

비고

'17.3.23.

National Biodiesel Board Fair Trade Coalition 제소

'13.4.

ITC(美국제무역위원회), DOC(美 상무부)조사개시

'17.5.8.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산업피해 긍정판정

'17.10.19

DOC 예비판정

PMS 적용, 마진 : 54.36~70.05%

'18.2.20.

DOC 최종판정

PMS 적용, 마진 : 60.44~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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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① WTO 합치성
□ 상기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비용에 대한 왜곡여부를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생산비용을 부인한 것이 WTO 규정에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PMS를


근거로 구성가격을 사용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 제2.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조사당국이

PMS를 판단한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구성가격 적용 자체가 WTO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님
○ 그러나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부인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다른

비용으로 대체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 위반 소지가 있음
[참고] EU의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WTO 분쟁사례
- 2013년 EU의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EU 조사당국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바이오디젤의 주 원료인 옥수수에 부과하는 수출세(export tax)로 인해 조사대상기업의 제출
자료가 생산비용을 ‘합리적인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옥수수 구매가격을 기업의 실제 구매가격
대신 국제가격으로 대체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 사안을 WTO에 제소
- WTO 패널은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반영’이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것
일 뿐, 그 비용 자체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당국이 판단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판정
○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에 따르면 수출국의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가 당해국의 회계기준을 따르고

상품제조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reasonably reflect)’한다면 조사당국은 해당 자료에 기초
하여 구성가격을 산출해야 함

WTO 반덤핑협정 제2조 덤핑의 판정
2.2 수출국의

국내시장 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PMS)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제3국 판매가격 )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구성가격 )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2.2.1.1 제2항의 목적상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에 따르고 있고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reasonably reflect)
하고 있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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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이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됨

- WTO 패널은 ‘합리적인 반영’의 요건에 대해 해당 기록이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제대로 기재하
였는지에 관한 것이며 그 이상의 재량을 조사당국에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며 WTO 상소
기구도 패널의 해석을 지지한 바 있음8)
- 즉,
 조사당국의 판단 기준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조사당국이
판단하는 발생했어야 하는 금액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조항 남용으로 판단한
것임
② PMS 조항 적용 상 쟁점
□ 개정 이후 PMS 조항을 적용한 케이스에 나타난 대부분의 쟁점은 조사당국이 PMS를 근거로 기업의
생산비용을 조정하여 구성가격에 반영한 것과 관련된 것임
□ (PMS 판단의 자의성) 개정을 통해 PMS와 관련된 절차적 조항이 비교적 명확해진 반면 PMS의 정의
및 이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확립되지 않아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PMS가 남용될 수 있음
○美


상무부는 한국산 OCTG에 대한 조사에서 PMS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원가왜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collectively) 판단하면 PMS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근거로
명시적인 판단 기준이 법률 상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9)
○ 타


케이스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사유에 대해서도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경우에는 PMS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한국의 전기료 정책 관련, 美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판정 (2015.10.13.)에서 해당
정책을 철강산업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美 국제무역법원(CIT)도 상무부의
판단을 인정한 바 있음

8) WTO,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 상소기구 보고서, WT/DS473/AB/R, 2016.10.6.
9) DOC,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2014-2015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 p.40., 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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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 구성요건의 조건 미비) PMS 구성 요건이 당해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사유여야 하는 것인지, 기업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사유도 PMS를 구성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기업별로 달리할 수 있는지 등 합리적인 세부규정이 미비
○ OCTG


케이스에서 美 상무부는 PMS 구성 요건의 총체적 성격(totality)을 강조했음에도 불구 중국산

열연강판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PMS를 전제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
○ 특히


원재료 조달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별 전략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PMS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업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함
-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개별기업의 전략을 불공정 무역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계량화 기준 모호) PMS로 왜곡된 생산원가를 조정함에 있어 PMS의 구성요건이 생산원가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하는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고, 조정에 사용된 자료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존재
○ OCTG


케이스에서는 한국산 열연강판 조달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관세 47.2%를 추가하고 다른 PMS

구성요건은 정확히 계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인정해 실제 조정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바이오디젤
케이스에서는 국제 곡물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용을 조정
○ 특히

OCTG 케이스에 활용된 상계관세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불리한 이용가능정보

(AFA)’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타 기업의 대응 수준에 따라 조사대상업체의 덤
핑마진이 조정되는 문제점을 노출
- AFA는 조사대상기업이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조사당국의 판단을 전제로 징벌적 관세를
부여하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케이스의 타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
○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PMS 구성요건에 해당 기업이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와 실제

덤핑마진 산정 시 PMS로 얼마만큼의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사
대상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덤핑 조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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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국에 대한 적용) 개정된 미국의 PMS 관련 조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 국가들에 적용되어 온
덤핑마진 산정방식과 유사한 방식이 시장경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 원가구조에


대한 왜곡 여부까지 판단하여 조사당국 재량의 방식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현재

비시장경제국에 적용 중인 대체국가를 활용한 덤핑마진 산정과 유사한 방식을 시장경제국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비록 PMS 관련 개정이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만료 가능성에 대비하여 반덤핑 규제조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그 파급은 다른 시장경제국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의 케이스를 통해 확인됨
□ (타품목으로의 전이) 생산구조, 특히 원료조달 구조가 유사한 타 품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美


상무부가 개정된 PMS 관련 조항을 적용한 총 5건의 케이스 중 3건이 강관류, 2건이 바이오디젤에

대한 조사임
○ 이는


생산비용 중 특정 원재료의 비중이 높고 원료를 조달해 생산하는 일련의 구조가 유사한 품목에 대해

동일한 논리가 반복적으로 적용·인정되기 때문임
- 강관류에 대해서는 원가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료인 열연강판 조달 비용을,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주원료인 옥수수(아르헨티나), 팜오일(인도네시아)의 원가가 왜곡된 것으로 판단
○ 특히


철강과 관련하여 미국 내 제소기업들이 개정된 PMS 관련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한국산 OCTG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송유관, 냉간압연강관, 베어링, 강철 못 등에 대한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OCTG와 동일한 논리로
PMS 적용을 주장한 바 있음
□ (중국산

원재료의 시장왜곡 명시) 중국산 원재료 사용을 PMS 구성 요건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원가를
조정하는 근거로 활용한 점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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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중국산 원재료 사용에 따른 영향을 덤핑마진 산정에 실제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기업의 생산

비용을 왜곡하는 사유로 인정하고 이를 명시하였으므로 향후 중국산 조달을 실제 덤핑마진 산정에 반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제소기업을 통해 이러한 주장과 근거가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된다면
실제 덤핑마진 산정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대응방안) PMS를 적용한 반덤핑 조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별로 원재료 조달 구조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원심뿐만 아니라 연례재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함
○ 특정


재료의 투입비율이 높아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중국산 원재료나 상계관

세가 부과 중인 재료를 조달하는지를 파악하여 PMS 적용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 특히 생산 과정에서 타 기업의 완제품을 자사의 원재료로 투입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가 중국산이거나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품목인지를 확인할 필요
□ 나아가 반덤핑 조사 대응은 개별 기업별로 진행되나 PMS를 구성하는 요건 중 정부 정책이나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답변이 일관된 논리로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
○美


상무부의 PMS 판단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PMS를 구성하는 요건에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소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PMS


판단 주체인 조사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일관된 논리를 지속해서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
○ 특히


동일 논리가 유사한 품목에 반복 사용되고 있으므로 타 품목의 조사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WTO 제소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임
○ PMS

관련 개정이 WTO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

에서 WTO 제소여부를 검토하고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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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간일자

1

2018 對美 통상 6대 이슈 및 시시점

제현정/이희성/정혜선

18.02.22

2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필요성과 수출 유망품목

곽동철

18.03.08

3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의미와 쟁점

박진우

18.03.20

4

USTR 2018년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제현정

18.03.07

5

美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주요 영향

이희성/정혜선

18.03.09

6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이요셉

18.03.21

7

미국 반덤핑 조사 개시 통향 및 미국 기업이 반덤핑 제소시 주장하는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사례

이희성

18.03.20

8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결과 발표 및 시사점

박진우/최재원/제현정

18.03.23

9

美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박진우/제현정

18.04.05

10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현황 및 시사점

곽동철

18.04.16

11

미ㆍ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조사

박진우

18.04.30

12

미국의 대(對)한ㆍ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이희성

18.05.08

13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정혜선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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