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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당시 우리의 수출은
1,25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이후 20년 여간 한국은 다자 차원의 시장개방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활발히 추진하여 전 세계 자유무역 확산에 이바지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 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세계 6위
의 수출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 무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현실에 안주하
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무역이 성장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한국 상품
이 세계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선진국 수입규제의 타겟이 되어 우리 기
업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상품에
대한 견제를 극복해나갔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또 다시 각 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시
달려야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현재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기조가 주요 선
진국과 신흥개도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뿐 아
니라 국가안보위협을 근거로 한 수입규제에 이르기까지 국내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무
역조치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눈부신 성과는 통상파고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각종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우리 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수반된 것입니다. 이번『한·미 통상현안 사례분석집』은 기업, 무역 유관기관, 그리고
정부의 통상업무 담당자들이 통상현안 관련 정보와 사례를 통해 향후 대응전략을 모
색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통상은 과거의 사례와 역사를 아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 사례집이 갈수록 드높아지는 통상파고를 헤쳐 나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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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역사 및 개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1929년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결국 2차 세
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관세장벽을 낮추
고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협정,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
나 자유무역 옹호를 위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악화되고 국내 산업이 경쟁
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보호무역조치가 출몰하곤 했다. 그리고 수
입에 의존하는 연관 산업과 소비자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막에 숨어있
던 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되는 경험을 반복해왔다. 특
히 미국에서 경제성장 둔화, 정권 교체,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미국 정치·경제
의 공식과도 같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경제성장이 둔화되
거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간에 정권 교체
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곤 했다.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조치와 통상압력은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기반으로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고수했던 198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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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인 1982년에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건수가 178건에 달했고
1984년부터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지면서 공정
무역(fair trade)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미국 의회에서는 보호주의 입법안이 넘쳐
났다. 1990년대 초반에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수입규제 조사건수가 급증하였으며, 2001년에는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다시 보
호무역조치가 고개를 내밀었다.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제 무역의 무대에 등
장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적인 호황이 지속되면서 한 동안
보호무역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제1장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건수 추이
덤핑/상계관세 긍정판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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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 이후 경기 침체 레이건 대통령
경제성장률 -0.24%(’80) 공정무역 강조
-1.91%(’82)
레이건 당선(’80)

이라크 침공 이후 경기 침체

버블경기 붕괴

경제성장률 -0.07%(’91)
클린턴 당선(’92)

경제성장률 0.98%(’01)
부시 당선(’00)

주: 부정판정(Negative)은 USITC가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한 경우이며, 조사 종료(Terminated)는 제소기업
(petitioner)이 제소를 철회하거나 상무부(DOC)에서 종료된 건을 포함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마자 G20을 중심으로 주요 무역국들이 보호무역주
의를 배격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수입규제조치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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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180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이 지나도 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은 반면
호황기에 과잉 투자되었던 설비는 지속적으로 가동되면서 철강산업에서부터 공
급 과잉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부터 미국 중심의
철강산업 보호무역조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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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인 및 현황

미국의 산업구조상 상품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2002년
부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기 시작하였
으며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은 1970
년대부터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
던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에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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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미국은 전통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를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
하는 국가이다. 덤핑과 보조금 지급은 WTO 협정상‘불공정(unfair)’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 정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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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제1장

해 반도체 등 많은 품목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확대했던 것처럼 중국

과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공정(fair)’
무역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 급증했던 조사개시 건수가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
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반
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2013년에 39건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2001년
이후 최대 수치인 57건을 기록했다.

미국의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 추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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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상무부(USDOC)

증가하는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상당 부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12
월 14일 기준,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 중인 반덤핑·상계관세 건
수는 총 467건이며, 이 중 중국에 대한 규제가 172건이다. 중국 다음으로 규제
가 많은 국가는 인도와 한국으로 각각 41건, 33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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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현황 (2018. 12. 14일 기준 건수)
국가

중국

인도

한국

대만

반덤핑

1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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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본 브라질 터키 멕시코 인니 베트남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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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54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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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3

총합계

17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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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중국을 타겟으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
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무역구제 절차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비시장

왔다. 그런데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상 가입 15년 이후인 2016년 말에 비시
장경제지위를 졸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미국과 EU는 이를 인정하지 않
고 있다. 동 건은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되어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야할
상황에 대비하여 2015년에 선제적으로 무역구제 절차법을 개정한 것으로 해석
된다.

(1)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AFA)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
TPEA)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을 개정하여 조사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
협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
AFA)’을 사용할 수 있는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강화했다. 관련 조항의 개정
이후 미국 상무부는 과거에 비해 AFA 조항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덤핑 조사에서 AFA가 적용된 기업 수는 2013년 이전까지 한 자
릿수에 불과했으나, 2014년 23개, 2016년 29개, 2017년 11월말 기준 40개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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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제 국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제1장

경제지위(non-market economy)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

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대부분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AFA가 적용된 기업도 철강제품 관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AFA 적용 기업수 추이
45

[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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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적용(철강제품)

주: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 방안’

AFA 조항은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적
용되는데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재량이 크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
리고 결과적으로 AFA를 적용했을 때 덤핑마진은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
씬 더 높게 산정된다. 2017년 AFA가 적용되지 않은 덤핑 마진은 평균 20.16%
이나 AFA가 적용된 덤핑 마진은 평균 108.03%에 달한다.

12

2018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미국의 AFA 적용 덤핑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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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AFA 적용(평균)

주: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 국가는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 방안’

<AFA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
Sec. 776 Determination of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b) Adverse Inferences
(1) In General 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finds that an interested party has failed to cooperate by not acting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in reaching the applicable
determination under this subtitle (A) may use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at party in
selecting from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and

1) AFA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연재(201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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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s not required to determine, or make any adjustments to,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based on any assumptions about information the interested party
would have provided if the interested party had complied wit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이해관계인이 조사당국의 정보 요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응하지 않음으로써 협조하지 않
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 가능한 정보를 선택하여 그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하게 추론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제공할 수 있었던 정보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 상계관세율 또는 덤핑
마진을 조정할 의무가 없다. (조사대상 이해관계자가 정보 요청에 협조했을 경우의 상계관
세율 또는 덤핑 마진을 추정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
(c) Corroboration of Secondary Information
(2) Exceptio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the Commission shall not be required
to corroborate any dumping margin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in a
separate segment of the same proceeding.
조사당국이 2차 정보(조사 또는 재심 과정에서 획득한 1차적 정보가 아닌 정보)에 근거하
여 판단을 내릴 경우, 동일한 절차의 별도의 부분에서 적용된 덤핑 마진 또는 상계관세율
을 확증(corroborate)하지 않아도 된다.
(d) Subsidy rates and dumping margins in adverse inference determinations (1) In General.-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es an inference that is adverse
to the interests of a party under subsection (b)(1)(A)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A) in the case of a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i)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applied for the same or similar
program in a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 involving the same
country; or
(ii) if there is no same or similar program, use a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for a subsidy program from a proceeding tha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considers reasonable to use; and
(B) in the case of an antidumping duty proceeding, use any dumping
margin from any segment of the proceeding under the applicable
antidump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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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cretion to apply highest rate.—In carrying out paragraph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apply any of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 or dumping margins specified under that paragraph, including the
highest such rate or margin, based on the evaluation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f the situation that resulted i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ing
an adverse inference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3) No obligation to make certain estimates or address certain claims.—If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ses an adverse inference under subsection (b)
(1)(A) in selecting among the facts otherwise availabl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s not required, for purposes of subsection (c) or for any other
purpose—
(A) to estimate w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dumping margin
would have been if the interested party found to have failed to
cooperate under subsection (b)(1) had cooperated; or
(B) to demonstrate that the countervailable subsidy rate or dumping
margin us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flects an alleged
commercial reality of the interested party.

한미 통상 주요 이슈

AFA 적용 시 상계관세의 경우 동일한 조사대상 국가와 관련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보조금
프로그램(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절차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상
계관세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덤핑 조사의 경우 적용 가능한 반덤핑 명령 절차 부분에서
의 덤핑 마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당국은 가장 높은 상계관세율 또는 마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사용한 상계관세율 또는 덤핑 마진이 이해관계자가 주장하는 상업적 현
실을 반영한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2)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AFA 이외에 TPEA를 통해 개정된 주요 규정은 바로‘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이다. 동 규정은 중국, 베트남 등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에 적용되던 덤핑 마진 산정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 시장
경제국가에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이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사당국은 덤핑 마진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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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과 비교 기준이 되는 수출기업의 정상가격(normal value) 산정을 위해
기업이 제공한 생산원가 자료 중‘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 조사당국 재량의 다른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미
국은 2017년에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내 구매
가격이 특별시장상황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재량적인 방법을 통해 연례
재심 덤핑 마진을 이전보다 높게 산정했다. 유정용강관 케이스는 미국이 2015
년 PMS 규정을 재정비한 이후 이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이며 그 이후 2017년
12월에 스탠다드 강관, 2018년 1월에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에서
유정용강관에 적용된 PMS가 그대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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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최근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한 의도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해되지만 실제로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 적용되면서
조치 대상이 되는 우리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말
기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38건으로 36건이 규제 중이며 2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
구제조치 이외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도 시
행되어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상인 품목과 기업은 더욱 확대되었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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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합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고

규제 중

36건

27건

7건

2건

국가안보위협 2건

조사 중

2건

1건

1건

-

국가안보위협 1건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antidumpling.kita.net)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한국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도 늘어났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건, 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017년에는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8건을 기록했다. 조사개시 건
수가 증가한 사실보다 대상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보호무역조치를 요구하는 기조가 여러 산업에 확산되면서 한동안 뜸했
던 섬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고 볼베어링 제품이 처음으로 미국으
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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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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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현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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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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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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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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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Welded Lin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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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
(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Steel)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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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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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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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Phosphor Copper)

반덤핑(규제중)

2016-03-30

금속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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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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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전기전자

ESBR고무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탄소합금강선재
(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냉간압연강관
(Cold-Drawn Mechanical Tu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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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전기전자
섬유
전기전자
섬유
기계
화학

]

철강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합성단섬유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저융점 폴리에스터
(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원추 롤러 베어링
(Tapered Roller Bearings)
PET 레진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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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Diameter Welded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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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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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3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고 2월 7일부터 관세가 부과
되고 있다. 미국 월풀사의 제소로 시작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원산지와 관
계없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세탁기와 부품에 취해지는 조치이나 처음부터
한국 기업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조치가 취해진 이후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시
장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세탁기 제조기업들은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결정하여 2018년부터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었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요구가 가장 거센 분야는 철강산업이다. 미국 무역구
제조치의 대부분이 철강 및 철강 관련제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미국 철강업계는 2001년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또 다시 트
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강력한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를 적용하고 2018년 초 모든 수입국의 철강제
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결정했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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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장

미국은 2001년 철강제품 이후 16년 만인 2017년에 세탁기 및 태양광(CSPV)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가 면제를 두고 협상을 시도
했으며, 한국은 관세부과 조치에서 면제되는 대신 지난 3년간(2015-2017년) 한
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는데 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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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상무부의 예비판정 결과로 잠정조치가
부과되는 순간부터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AFA 또는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연례재심을 통해 마진율을 낮춰왔던
품목들조차 AFA 또는 PMS가 적용되면서 마진율이 다시 상승하는 사례도 증가
하고 있다.
제1장

조금 조사에서 개정된 AFA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상계관세 59.72%
가 부과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수출은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2012년부터 반덤
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변압기는 2017년 8월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AFA가 적용되었고 2018년 3월에 최종판정이 내려졌는데, 미국에 변압기를 수
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60.81% 고율 관세가 부과되어 예비판정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냉간압연강판 대표품목(HS720918) 對미국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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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상무부(USDOC),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antidumpling.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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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5년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 개정 이후 포스코의 냉간압연강판 보

변압기(HS850423) 對미국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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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조항보다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더 큰 것은 PMS 조항의 적용이다. 미국 상
무부는 2015년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개정한 이후 2017년 4월 한국산 유
정용강관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처음으로 PMS를 적용했다. AFA
의 경우에는 사건별로 적용된 이유가 상이하고 기업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대응
을 통해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PMS는 한국의 시장 상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기업의 노력만으로 적용을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려한 바 대로 유정용
강관에서 지적된 특별한 시장상황(PMS)은 송유관, 스탠다드 강관 등 다른 품목
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1991
년에 조사가 개시되어 1992년부터 현재까지 규제 중인 스탠다드 강관은 규제
이후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갑자기 수출이 급증하자 반덤핑 연
례재심에서 PMS가 적용되어 최대 38.16% 마진율이 산정되었다.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AFA 및 PMS와 관련하여
미국 국내 법원인 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제소를 하
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WTO 제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14일 한국 정부
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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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PMS 적용
건에 대해서도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스탠다드강관(HS730630) 對미국 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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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상무부(USDOC),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antidumpling.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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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 국가안보 위협과 수입규제

(1)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배경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미국 내 철강산업
에 대한 보호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미국 철강산업의 보호무역조치 요구
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부터 철강산업의 과잉 설비 문제
가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1974년 오일쇼크로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회복
이 지연됨에 따라 철강 생산국가들이 잉여 물량을 수출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무
역조치를 강화시켰다. 당시 최대 철강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위
한 보호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1976년에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
치를 발동하기에 이른다. 이후에도 장기간 철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
는 반면 신흥국의 생산설비가 더 늘어나면서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끊임없이 지속되었다.2) 그리고 중국경제의 본격적인 비상이 시작되기 전 IT 버블
이 붕괴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다시 한 번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
치를 발동했다.

2) 2000년대 이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및 무역 분쟁은 한내희, 이윤희, 신정석(1999)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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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공성장을 지속하면서 철강제품에 대
한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 세계 철강업계의 입장에서 중국의 철
강 수요는 가뭄 끝에 맞이한 단비와 같았으며, 따라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
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수요와 함께 설비능력(capacity)도 크게 확대되었
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소비가 2000년 8.4억 톤에서 2008년
13.2억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조강 설비능력도 동 기간 10.8억 톤에서 16.8억
톤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2008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철강 수요가 급감하고 그 이후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중국의 경
제성장 둔화 등으로 철강 소비의 증가는 급격히 둔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

2010년 이후 철강 수요 증가가 둔화된 반면, 중국 성장기에 크게 늘어난 중국
내 자체 생산설비에 더해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 신흥개도국들이 철강 생산설
비를 증설하면서 또 다시 공급과잉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WTO에
통보된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철강제품이 포함된 기
초금속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2012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7
년 23건에 불과했던 조사개시 건수가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129건에 달했다.

3) World Steel Associati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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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증가하는데 그쳤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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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10년 14억 톤 가량을 기록했던 철강 수요는 2017년 15.9억 톤으로 1.9억

전 세계 기초금속(철강제품 포함)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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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무역기구(WTO)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
는 상황에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보호무역주의 공약은 수입산 제품에 대해 불만이 큰 철강산업계의 지지를 얻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결국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미
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2) 철강제품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
세 조치를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해왔으며, 따라서 최근에는 중국의 미국
에 대한 수출물량이 감소세를 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철강업계는 수
입산 철강제품으로부터의 보호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2000년대 초
반의 상황과 유사하게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
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예상과는 달
리 1960년대에 제정되고 1995년 이후 사문화되었던 1962년 무역확장법 232
조(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of 1962)였다. 동 조항은 2차 세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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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종전 이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상황에서 미국이‘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 위협이 되는 수입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232조에 근거
한 국가안보위협 조사는 1962년부터 2001년까지 총 26차례 개시되었으며, 이
중 16건은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외에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규제를 제안한 11개 조사 건
중 8건에 대해 대통령이 실제로 조치를 명령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닌 1960년대에 입
법한 232조를 활용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232조는 규정 자

능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시
켜 232조 조치 발동의 근거로 삼았다. 둘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판정 주체
는 준사법기구이자 독립적 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USITC)인 반면 232조 조사와 수입품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
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상무부이다. 즉, 상무부의 조사와 판단은 대통령의 의지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셋째,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에서도 규정하고 있
듯이 최장 8년까지만 지속 가능하지만 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는 대통령
이 직접 조치의 기한(duration)을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232조는 세이프가드 조
치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무역 상대
국과의 협상 또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① 조사 (Investigation)
철강제품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는 알루미늄 제품과 함께 개시
되었다. 2017년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로 하여금 철강제품과 알루
미늄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개시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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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national security)’가 위협받고 있다는 논리만으로 수입품에 대한 규제가 가

제2장

체가 다른 무역구제법에 비해 단순할 뿐 아니라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국가안

했다. 상무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5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5월 31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기업 및 관련 업계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반면, 주로 철강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기업들은 수입산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또는 물량제한 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한편에
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위해“국가안보”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4)

② 미국 상무부 조사결과 및 제안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조사 개시 요청 이후 상무부가 조사 결과
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의 과정은 27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
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를 명령하면서 상무부 로스 장관에게 조사
를 30∼5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외 반
대 목소리가 커지고 행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가장 큰 의제였던 법인세 개혁
문제에 집중하면서 232조 조사 결과보고가 지연되었다. 예정대로 미국 의회에
서 법인세 개혁안이 가결된 이후 2018년 1월 11일에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
통령에게 전달하였다. 2월 16일에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제품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최종 판단하
였다.5) 이러한 국가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량을 감소시켜 미국 철강
생산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상승시켜야 하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능

4) 미국 상무부는 철강제품에 대한 국가안보위협 조사 보고서 서문에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개
념을“일반적인 안보와 경제와 특정 산업의 후생을 포함하며, 이는 정부와 경제의 최소한의 가동에 매우 중요
하다(“National security”for purposes of Section 232 includes the“general security and welfare of certain
industries, beyond those necessary to satisfy national defense requirements, which are critical to minimum
operations of the economy and government.”)”라고 밝혔다.
5) 미국 상무부는 보고서 원문에“The Secretary of Commerce concludes that the present quantities and
circumstance of steel imports are ”weakening our internal economy“ and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as defined in Section 232.”라고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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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빠른 시일 내에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80%라
는 수치는 상무부가 판단하기에 미국 철강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가동률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보고서는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세부과 또는 쿼터를 부여하는 세 가지 선택사항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선택
사항은 모든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국별, 품목별로 2017년 수입물량의 일정
부분에 대해 쿼터를 부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모든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중국, 한국,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서는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2017년 미국에 대한
수출물량의 100%를 쿼터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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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의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 건의내용(요약)
옵션

구분

조치

옵션 1

모든 국가에 대해 2017년 대미 수출
물량의 일부만 쿼터로 인정

2017년 대미 수출물량의
63% 쿼터로 인정

옵션 2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한 관세 부과

24%
53%

특정 국가에만 관세 부과
옵션 3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2017년
대미 수출물량을 쿼터로 인정

(12개국) 중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2017년 대미 수출물량의
100%를 쿼터로 인정

③ 대통령의 조치 결정 (Presidential Actions)
232조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한 이후 90일 이내
에 대통령은 상무부의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대통령의 조치 결정이 이
루어질 경우 15일 이내에 조치가 시행된다. 상무부의 보고서를 전달 받은 트럼
프 대통령은 3월 8일에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결
정을 명령했다.6) 동 조치는 NAFTA 개정 협상의 당사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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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모든 수입국에 적용되며, 단 조치가 시행되는 3월 23일까지 국별로 관세부
과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은 상무부가 아닌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
이 부족한 품목에 한하여 미국 내 직접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부과 대상
에서 제외하는 품목 예외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대통령의 결정 이후 무역대표부 주도의 국별 협상이 전개되었다. 미국이 안보관
계(security relationship)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들과 관세부과 면제를 위한 대
안(alternative ways)을 찾는 것이 협상의 의제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정부 대표들이 무역대표부를 찾아 워싱턴을 방문했다. 여러 국가들과의 논의를
거친 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5월 1일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선언했다. 이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25% 관세부과 조치
가 3월 23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2018년 1월부터 미국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고 있었으며 3월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와 맞물려 두 개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
미 양국은 3월 26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함께 한국을 철강제
품 232조 관세부과 조치에서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철
강 수출물량을 2015년에서 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제한하
는 연간 절대 쿼터(absolute quota)7)를 설정하였다. 한국과의 쿼터 협상 합의 이

6) U.S. President, Proclamation,“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Federal Register 83, no. 51(March 15, 2018): 11625, https://www.gpo.gov/fdsys/pkg/
FR-2018-03-15/pdf/2018-05478.pdf.
7) 미국이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합의한 쿼터는 합의된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되는 물량은
수입이 불가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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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과도 관세 면제협상에 합의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
질은 한국과 같은 방식의 쿼터에 합의한 반면, 호주는 공식적인 합의 없이 자체
적으로 수출물량을 제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과의 협상 시한
인 5월 1일 직전인 4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EU와의 협상
기한을 6월 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그러나 협상 시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못 해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치대상 철강제품 수입
의 약 50%를 차지하는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명령했다.8)
이들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안 조치에
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두었으며,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제2장

NAFTA 개정 협상 타결과 연계할 의지를 보였다.

쿼터 운영 방식이 발표되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2018년도 쿼터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철강업계에 큰 충격이 되었다. 게다가 분기별로 품목별
연간 총 쿼터 물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엄격하고 유연성이 없는
관리 방식이 채택되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8) U.S. President, Proclamation,“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9759 of May
31, 2018,”Federal Register 83, no.108(June 5, 2018): 25857, https://www.gpo.gov/fdsys/pkg/FR2018-06-05/pdf/2018-121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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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월 31일에 발표된 대통령 명령을 통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합의한

철강제품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및 조치 경과
일자

내용

2017.4.20.

트럼프 대통령, 조사개시 행정명령 서명

5.24.

공청회(Public Hearing) 개최

5.31.

업계 의견(Public Comments) 수렴 완료

2018.1.11.

미국 상무부, 조사결과 대통령에게 전달

2.16.
3.8.
3.23.
5.31.

미국 상무부 보고서 내용 공개
대통령 결정
25% 관세 부과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는 한시적 면제)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쿼터 합의 후 25% 관세 부과 면제

6.1.

EU,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 부과

6.19.

미국 상무부, 첫 품목 예외 목록 발표

8.29.

쿼터 부과 국가들에 대한 품목 예외 신청 완화 조치 명령

철강제품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상품목
품목

HS코드
720810, 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40, 720851, 720852, 720853, 720854, 720890,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판재류

721011, 721012, 721020, 721030, 721041, 721049, 721050, 721061,

(Flat Products)

721069, 721070, 721090, 721113, 721114, 721119, 721123, 721129,
721190, 721210, 721220, 721230, 721240, 721250, 721260, 722511,
722519, 722530, 722540, 722550, 722591, 722592, 722599, 722611,
722619, 722691, 722692, 722693, 722694, 722699
721310, 721320, 721391, 721399, 721410, 721420, 721430, 721491, 721499,
721510, 721550, 721590, 721610, 721621, 721622, 721631, 721632,

원형강류

721633, 721640, 721650, 721699, 721710, 721720, 721730, 721790,

(Long Products)

722520, 722620, 722710, 722720, 722790, 722810, 722820, 722830,
722840, 722850, 722860, 722870, 722880, 722910, 722920, 722990,
730110, 730210, 730240, 730290
730410, 730419, 730421, 730423, 730429, 730431, 730439, 730451, 730459,

파이프, 튜브

730490, 730511, 730512, 730519, 730520, 730531, 730539, 730590,

(Pipe and Tube Products)

730610, 730619, 730620, 730629, 730630, 730650, 730660, 730661,
730669, 730690

반제품류
(Semi-finished Products)

720610, 720690, 720711, 720712, 720719, 720720, 722410, 722490
721810, 721891, 721899, 721911, 721912, 721913, 721914, 721921, 721922,

스테인레스
(Stainless Products)

721923, 721924,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722011, 722012, 722020, 722090, 722100, 722211, 722219, 722220,
722230, 722240, 722300, 730411, 730422, 730424, 730441, 730449,
730611, 730621, 7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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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 및 추후 경과
3월 8일자 대통령 행정 명령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무부는 철강제품에 대한 관
세 부과로 철강 수요 산업과 미국 소비자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품목 예외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상무부는 3월 19일 관보를 통해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로부터 예외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발표하였다.9) 기본적
인 요건은 미국에서 충분하게(in a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amount)
또는 만족할 만한 품질(of a satisfactory quality)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조치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철강제품을 사용하는 개인(individuals)
또는 조직(organizations)만이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외 신청이 해

상무부는 품목 예외에 대한 신청과 심사를 거쳐 6월 20일에 첫 예외 품목 목록
을 발표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총 98건의 예외 신청 중에 42건에 대해 예
외가 인정되었으며 품목 예외를 인정받은 기업은 7개이다.10) 인정받은 품목 예
외는 요청이 게재된 날짜로 소급되어 적용되며 예외 인정은 결정문이 서명된 날
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한편, 25% 관세가 면제된 대신 쿼터에 합의한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예외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해

9) U.S. Department of Commerce,“Requirement for Submissions Requesting Exclusions From the Remedies
Instituted in Presidential Proclamations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and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Federal Register 83, no.53(March 19, 2018): 12106, https://
www.gpo.gov/fdsys/pkg/FR-2018-03-19/pdf/2018-05761.pdf.
10) 첫 품목 예외를 인정받은 기업은 ① Schick Manufacturing, Inc. of Shelton, Connecticut; ② Nachi America
Inc. of Greenwood, Indiana; ③ Hankev International of Buena Park, California; ④ Zapp Precision Wire
of Summerville, South Carolina; ⑤ U.S. Leakless, Inc. of Athens, Alabama; ⑥ Woodings Industrial
Corporation of Mars, Pennsylvania; and ⑦ PolyVision Corporation of Atlanta, Georgia.

39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청에 대한 반대(objections)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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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regulations.gov)에 게재된 후,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예외 신

당 국가 정부와 미국 내 철강 수요 기업들의 요청으로 8월 29일에 쿼터가 부과
된 국가들에 대한 완화조치(relief)가 발표되었다.11) 기존의 품목 예외와 동일하게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하거나 만족할 만한 품질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쿼터 적용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도 품목 예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232조 조치가 발표된 2018년 3월 8일 이전에 미국
내 시설물 건설(facility construction)을 위해 계약된 철강제품 물량이 2018년 쿼
터가 모두 소진되어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 미국으로 인도
(delivery)될 것을 전제로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받고 수입할
수 있는 요청도 가능해졌다.

⑤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한 국별 대응
자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받은 주요 국가들은 보복조치로 미국
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보복조치를 단행한 국가
들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협의(consultation)를 신청하고 WTO 세이프가
드 협정에 근거하여 관세 조치를 발효시켰다. 중국이 가장 먼저 WTO 제소 및 보
복조치를 시행했는데, 4월 2일부터 30억 달러에 상응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
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4월 5일에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
품에 대한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협의 절차를 신청했다. 중국
의 뒤를 이어 인도, EU,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스위스, 터키도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으며 EU, 캐나다, 멕시코, 터키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
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11) U.S. President, Proclamation,“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9777 of
August 29, 2018,”Federal Register 83, no.171(September 4, 2018): 45025, https://www.gpo.gov/
fdsys/pkg/FR-2018-09-04/pdf/2018-192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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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對미국 보복조치
시행일

대상품목

중국

보복조치 대상
대미 수입금액
30억 달러

4월 2일

과채류, 와인, 육류, 철강제품, 알루미늄 등

인도

14억 달러

6월 21일

견과류, 사과, 철강제품, 모터싸이클 등

터키

18억 달러

6월 21일

식품, 종이, 플라스틱, 철구조물, 기계 등

32억 달러

6월 20일

철강, 알루미늄, 버번 위스키, 담배류 등

국가

EU

42억 달러

3년 후

크렌베리, 청바지, 신발 등

캐나다

127억 달러

7월 1일

철강, 알루미늄, 커피, 오렌지주스, 종이 등

멕시코

37억 달러

6월 5일

돼지고기, 사과, 감자, 치즈 등

한편, EU는 미국이 232조 조치로 철강 수입을 제한할 경우 글로벌 과잉 물량이

에는 200일간 23개 철강 품목군에 대해 TRQ 방식으로 잠정조치를 발동했다.12)
EU의 잠정조치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수입이 급증하여
EU 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임박했다(clearly imminent)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세이프가드를 고려하던 캐나다도 10
월 25일 철강제품에 대해 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효시켰다.13) 이
외에 터키도 철강제품에 대해 2018년 4월 27일부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
고 9월 20일에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EAEU(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
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도 철강제품에 대해 8월 7일부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
시했다.

12) EU가 잠정조치를 부과한 품목은 HS 8단위 기준 총 268개 품목이며, 글로벌 쿼터 방식에 따라 23개 품목군별
로 2015-2017년간 수입된 평균물량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 캐나다는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부과대상에서 미국, 칠레, 멕시코(일부 품목은 포함), 이스라엘 등은 제외하였으
며, 7개 품목군에 대해 잠정조치가 부과되는 200일간 수입되는 쿼터물량을 설정하고 한 국가가 총 쿼터물량에
서 차지하는 최대 비중을 설정하였다.

41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에 선제적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그리고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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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미국의 조치 발효 직후인 3월 26일

참고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1962년 무역확장법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던 냉전시기에 만들어졌다. 동 법
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 대립과 경쟁 구도 하에서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조사와 조치에 대한 절
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인‘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정의하지 않고
있어 행정부가 확대 해석할 여지가 크다.
① 조사 절차
미국 정부기관의 수장(the head of any department or agency) 또는 이해관계자
(interested party)의 요청에 따르거나 상무부 장관 직권(upon his own motion)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상무부는 국방부 및 관련 관료들과 협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
청회(public hearings)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상무부는 조사가
개시된 이후 27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수입산 제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 결
과와 조치에 대한 제안을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가 방어에 필요한 국내 생산,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산업의 생산능력(capacity), 국가 방어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 천연자원 및 기타 공
급과 서비스들의 현재 및 예상되는 이용 가능성(availabilities)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와 경제적 후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경쟁이 개별 국내 산업의 경
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실질적인 실업, 정부 수입의 감소, 기술 또는 투자 손실, 과도한 수
입으로 인해 국내 생산이 대체될 경우의 심각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상무부의 조사 결과와 제안에 동의하
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
을 준다고 판단한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조
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취하지 않는
이유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14)

14) 19 U.S.C. §1862 -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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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조사 절차
조사
요청

조사
개시

270일

대통령
보고

90일

15일
대통령
결정

30일

조치 시행
의회 통보

② 232조 조사 및 조치
상무부는 1962년 232조가 제정된 이래 총 30건의 케이스를 조사했거나 현재 조사 중이
다. 이 중 16건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
며, 11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조치를 제안하였다. 30
건 중 10건이 대통령, 상무부, 재무부 등 행정부가 스스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실제로
제2장

대통령이 조치를 취한 케이스는 8건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조치 중 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2017년에 조사가 개시된 철강과 알루미늄 케이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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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조사 및 대통령 조치 (1962∼2018)
조사 대상품목

개시
연도

신청자

상무부
결정

1

망간 및 크롬 합금철

2

텅스텐 제품

1963

화학제조협회

부정 판정

1964

제네랄 일렉트릭

3

부정 판정

미끄럼방지 베어링

1964

미끄럼방지 베어링
제조자 협회

신청자의
조사중지 요청

4

시계 및 부품

1965

대통령

부정 판정

5

망간, 실리콘 및 크롬 합금철

1968

합금철 생산자 위원회

부정 판정

6

미니어처 및 정밀기기 베어링

1969

미끄럼방지 베어링
제조자 협회

부정 판정

7

초고압 회로차단기, 전환기, 리액터

1972

제네랄 일렉트릭

부정 판정

8

석유

1973

석유정책위원회장

긍정 판정

9

석유

1975

재무부 장관

긍정 판정

10

철강 너트, 볼트, 스크류

1978

대통령

부정 판정

11

석유

1978

재무부 장관

긍정 판정

12

이란산 석유

1979

재무부 장관

긍정 판정

13

유리선 화학처리장비

1981

세라믹 코팅사

부정 판정

14

망간, 실리콘 및 크롬 합금철

1981

합금철 협회

부정 판정

15

철강 너트, 볼트, 스크류

1982

국방부 장관

부정 판정

16

리비아산 석유

1982

대통령

긍정 판정

17

금속절삭기

1983

대통령 요청

긍정 판정

대통령 조치

쿼터에서
라이센스료로
전환
라이센스료에
비용 추가
보존료 추가,
불법으로 판정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리비아산 석유
금수조치
수출국과
자율규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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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미끄럼방지 베어링

1987

미끄럼방지 베어링
제조자 협회

부정 판정

19

석유

1987

국가 에너지 안전 위원회

긍정 판정

20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1988

플라스틱 산업 협회

부정 판정

21

우라늄

1989

에너지부 장관

부정 판정

22

기어 및 기어제품

1991

미국 기어제조업 협회

23

세라믹 반도체 패킹

1992

쿠어스 일렉트로닉 패키지

부정 판정

24

원유, 석유제품

1994

미국독립석유협회

긍정 판정

조치 없음

25

원유

1999

상무부 장관

긍정 판정

조치 없음

부정 판정

조치 없음

26

철광석, 철강 최종재

2001

James Oberstar,
Bart Stupak

27

철강

2017

상무부 장관

긍정 판정

25% 관세부과
일부 국가 면제

28

알루미늄

2017

상무부 장관

긍정 판정

10% 관세부과

29

자동차 및 부품

2018

상무부 장관

조사 중

30

우라늄 및 제품

2018

미국 우라늄광 기업

조사 중

자료: CRS(2018)“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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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관련 대통령 포고문 ①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15)
Issued on: March 8, 2018
1. On January 11, 2018, the Secretary of Commerce (Secretary) transmitted to me
a report on his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mill articles (steel
articles) o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19 U.S.C. 1862).

제2장

2. The Secretary found and advised me of his opinion that steel articles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he Secretary found that the present quantities of steel articles imports and the
circumstances of global excess capacity for producing steel are “weakening
our internal economy,” resulting in the persistent threat of further closures of
domestic steel production facilities and the “shrinking [of our] ability to meet
national security production requirements in a national emergency.”Because of
these risks and the risk that the United States may be unable to “meet [steel]
demands for national defense and critical industries in a national emergency,”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lose relation of the economic welfare of the Nation
to our national security, see 19 U.S.C. 1862(d), the Secretary concluded that
the present quantities and circumstances of steel articles imports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as defined i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3. In reaching this conclusion, the Secretary considered the previous U.S.
Government measures and actions on steel articles imports and excess
capacity, including actions taken under Presidents Reagan, George H.W. Bush,
Clinton, and George W. Bush. The Secretary also considered the Department of
Commerce’s narrower investigation of iron ore and semi-finished steel imports
in 2001, and found the recommendations in that report to be outdated given

15) U.S. President, Proclamation,“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Federal Register 83, no. 51(March 15, 2018): 11625, https://www.
gpo.gov/fdsys/pkg/FR-2018-03-15/pdf/2018-054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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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amatic changes in the steel industry since 2001, including the increased
level of global excess capacity, the increased level of imports, the reduction in
basic oxygen furnace facilities, the number of idled facilities despite increased
demand for steel in critical industries, and the potential impact of further plant
closures on capacity needed in a national emergency.
4. In light of this conclusion, the Secretary recommended actions to adjust the
imports of steel articles so that such imports will not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Among those recommendations was a global tariff of
24 percent on imports of steel articles in order to reduce imports to a level
that the Secretary assessed would enable domestic steel producers to use
approximately 80 percent of existing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and thereby
achieve long-term economic viability through increased production. The
Secretary has also recommended that I authorize him, in response to specific
requests from affected domestic parties, to exclude from any adopted import
restrictions those steel articles for which the Secretary determines there is
a lack of sufficient U.S. production capacity of comparable products, or to
exclude steel articles from such restrictions for specific national security-based
considerations.
5. I concur in the Secretary’s finding that steel articles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I have considered his
recommendations.
6.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authorizes the
President to adjust the imports of an article and its derivatives that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7.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19 U.S.C. 2483), authorizes
the President to embody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the substance of acts affecting import treatment, and actions
thereunder, including the removal, modification, continuance, or imposition of
any rate of duty or other import restriction.
8. In the exercise of these authorities, I have decided to adjust the imports of steel
articles by imposing a 25 percent ad valorem tariff on steel articles, as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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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below, imported from all countries except Canada and Mexico. In my judgment,
this tariff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in light of the many factors I have
considered, including the Secretary’s report, updated import and production
numbers for 2017, the failure of countries to agree on measures to reduce
global excess capacity, the continued high level of impor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special circumstances that exist with respect to Canada and
Mexico. This relief will help our domestic steel industry to revive idled facilities,
open closed mills, preserve necessary skills by hiring new steel workers, and
maintain or increase production, which will reduce our Nation’s need to rely on
foreign producers for steel and ensure that domestic producers can continue to
supply all the steel necessary for critical industries and national defens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this tariff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ddress the
threat that imports of steel articles pose to the national security.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9. In adopting this tariff, I recognize that our Nation has important security
relationships with some countries whose exports of steel articles to the United
States weaken our internal economy and thereby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I also recognize our shared concern about global excess capacity, a
circumstance that is contributing to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Any country with which we have a security relationship is welcome
to discuss with the United States alternative ways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aused by imports from that country.
Should the United States and any such country arrive at a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such that I determine that
imports from that country no longer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I
may remove or modify the restriction on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at country
and, if necessary, make any corresponding adjustments to the tariff as it applies
to other countries as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require.
10. I conclude that Canada and Mexico present a special case. Given our shared
commitment to supporting each other in address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our shared commitment to addressing global excess capacity for
producing steel, the physical proximity of our respective industrial bases, the
robust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our countries, the export of steel article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o Canada and Mexico, and the close relation
of the economic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to our national security, see 19
U.S.C. 1862(d), I have determined that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n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posed by imports of stee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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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anada and Mexico is to continue ongoing discussions with these
countries and to exempt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ese countries from the
tariff, at least at this time. I expect that Canada and Mexico will take action
to prevent transshipment of steel articles through Canada and Mexico to the
United States.
11. In the meantime, the tariff imposed by this proclamation is an important first
step in ensur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our domestic steel industry. Without
this tariff and satisfactory outcomes in ongoing negotiations with Canada
and Mexico, the industry will continue to decline, leaving the United States at
risk of becoming reliant on foreign producers of steel to meet our national
security needs — a situation that is fundamentally inconsistent with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It is my judgment that the tariff imposed
by this proclamation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djust imports of steel
articles so that such imports will not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as
defined i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and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1) For the purposes of this proclamation, “steel articles” are defined at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6‑digit level as: 7206.10 through
7216.50, 7216.99 through 7301.10, 7302.10, 7302.40 through 7302.90, and
7304.10 through 7306.90, including any subsequent revisions to these HTS
classifications.
(2) In order to establish increases in the duty rate on imports of steel articles,
subchapter III of chapter 99 of the HTSUS is modified as provided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roclamation, or in
notices published pursuant to clause 3 of this proclamation, all steel articles
imports specified in the Annex shall be subject to an additional 25 percent
ad valorem rate of duty with respect to goods entered,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March 23, 2018. This rate of duty, which is in addition to any other duties, fees,
exactions, and charges applicable to such imported steel articles, shall app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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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all countries except Canada and Mexico.

제2장

(3)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and such other senior Executive Branch
officials as the Secretary deems appropriate, is hereby authorized to provide
relief from the additional duties set forth in clause 2 of this proclamation
for any steel article determined not to be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n a
sufficient and reasonably available amount or of a satisfactory quality and is
also authorized to provide such relief based upon specific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Such relief shall be provided for a steel article only after a
request for exclusion is made by a directly affected party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a particular steel article should be
excluded, the Secretary shall, upon publishing a notice of such determin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notif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oncerning such article so that it will be
excluded from the duties described in clause 2 of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shall consult with CBP to determine whether the HTSUS provisions
created by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ensur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such exclusion, and, if so, shall make such
modification to the HTSUS throug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4)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shall issue
procedures for the requests for exclusion described in clause 3 of this
proclamation. The issuance of such procedures is exempt from Executive Order
13771 of January 30, 2017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5) (a)
		
		
		
		

The modifications to the HTSUS made by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shall be effective with respect to goods entered,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March 23, 2018, and shall continue in effect, unless such actions are
expressly reduced, modified, or terminated.

(b) The Secretary shall continue to monitor imports of steel articles and shall,
from time to tim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USTR, the Assistan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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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such other senior Executive Branch officials as the Secretary deems
appropriate, review the status of such imports with respect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Secretary shall inform the President of any circumstances
that in the Secretary’s opinion might indicate the need for further action
by the President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The Secretary shall also inform the President of any
circumstance that in the Secretary’s opinion might indicate that the increase
in duty rate provided for in this proclamation is no longer necessary.
(6) Any provision of previous proclamations and Executive Orders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actions taken in this proclamation is superseded to the
extent of such inconsistency.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eighth day of March,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eighteen,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forty-second.
DONALD J.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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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관련 대통령 포고문 ②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16)
Issued on: April 30, 2018
1. On January 11, 2018, the Secretary of Commerce (Secretary) transmitted to me
a report on his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mill articles o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19 U.S.C. 1862).

제2장

2. In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I concurred in the Secretary's finding that steel mill articles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decided
to adjust the imports of steel mill articles, as defined in clause 1 of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by clause 8 of Proclamation 9711 of March 22,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steel articles), by imposing a 25 percent
ad valorem tariff on such articles imported from all countries except Canada
and Mexico. I further stated that any country with which we have a security
relationship is welcome to discuss with the United States alternative ways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aused by imports
from that country, and noted that, should the United States and any such country
arrive at a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such that I determine that imports from that country no longer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I may remove or modify the restriction on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at country and, if necessary, adjust the tariff as it applies
to other countries, as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require.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3. In Proclamation 9711, I noted the continuing discussions with the Argentine
Republic (Argentin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Australia),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Brazil), Canada, Mexico,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on behalf of its member countries, on satisfactory

16) U.S. President, Proclamation,“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Proclamation 9740 of April 30, 2018,”Federal Register 83, no.88(May 7, 2018): 20683,
https://www.gpo.gov/fdsys/pkg/FR-2018-05-07/pdf/2018-098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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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to the national security
by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those countries. Recognizing that each of these
countries and the EU has an important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 determined that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ns to address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posed by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these countries
was to continue the ongoing discussions and to exempt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ese countries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until May 1,
2018.
4. The United States has successfully concluded discussions with South Korea
on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to
our national security posed by steel articles imports from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agreed on a range of measures, including
measures to reduce excess steel production and excess steel capacity, and
measures that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capacity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quota that restricts the quantity of steel article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from South Korea. In my judgment, these measures will provide
an effective, long-term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the threatened impairment to our national security by restraining steel article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Start Printed Page 20684from South Korea, limiting
transshipment, and discouraging excess capacity and excess steel production. In
light of this agreement, I have determined that steel articles imports from South
Korea will no longer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and have decided
to exclude South Korea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The
United States wi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quota
and other measures agreed upon with South Korea in addressing our national
security needs, and I may revisit this determination, as appropriate.
5.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in principle with Argentina, Australia, and Brazil
on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to
our national security posed by steel articles imported from these countries.
I have determined that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ns to address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posed by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Argentina,
Australia, and Brazil is to extend the temporary exemption of these countries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in order to finalize the details
of these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to our national security posed by steel articles imported from these countries.
In my judgment, and for the reasons I stated in paragraph 10 of Proc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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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these discussions will be most productive if steel articles from Argentina,
Australia, and Brazil remain exempt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until the details can be finalized and implemented by proclamation.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in principle with these countries, in
my judgment, it is unnecessary to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exemptions.
Nevertheless, if the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are not finalized shortly, I will
consider re-imposing the tariff.

제2장

6. The United States is continuing discussions with Canada, Mexico, and the EU. I
have determined that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n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posed by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these countries is
to continue these discussions and to extend the temporary exemption of these
countries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at least at this time. In
my judgment, and for the reasons I stated in paragraph 10 of Proclamation 9711,
these discussions will be most productive if steel articles from these countries
remain exempt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7. For the reasons I stated in paragraph 11 of Proclamation 9711, however, the tariff
imposed by Proclamation 9705 remains an important first step in ensuring the
economic stability of our domestic steel industry and removing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As a result, unless I determine by further
proclamation that the United States has reached a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remove the threatened impairment to the national security by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Canada, Mexico,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 the tariff set
forth in clause 2 of Proclamation 9705 shall be effective June 1, 2018, for these
countries.
8. In light of my determination to exclude, on a long-term basis, South Korea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I have considered whether i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in light of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o make any
corresponding adjustments to the tariff set forth in clause 2 of Proclamation
9705 as it applies to other countries. I have determined that, in light of the agreedupon quota and other measures with South Korea, the measures being finalized
with Argentina, Australia, and Brazil, and the ongoing discussions that may result
in further long-term exclusions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i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at this time, to maintain the current tariff level as it
applies to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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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authorizes the
President to adjust the imports of an article and its derivatives that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Start Printed Page 20685
10.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19 U.S.C. 2483), authorizes
the President to embody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the substance of statutes affecting import treatment, and actions
thereunder, including the removal, modification, continuance, or imposition of
any rate of duty or other import restriction.
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and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1) Imports of all steel articles from Argentina, Australia, Brazil, and South Korea
shall be exempt from the duty established in clause 2 of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by clause 1 of Proclamation 9711. Imports of all steel articles
from Canada, Mexico,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 shall be exempt
from the duty established in clause 2 of Proclamation 9705 until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June 1, 2018. Further, clause 2 of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by clause 1 of Proclamation 9711, is also amended by striking the
last two sentences and inserting in lieu thereof the following two sentenc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roclamation, or in notices published
pursuant to clause 3 of this proclamation, all steel articles imports specified in
the Annex shall be subject to an additional 25 percent ad valorem rate of duty
with respect to goods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as follows: (a) on or after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March 23, 2018, from all countries except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Mexico, South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b)
on or after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June 1, 2018, from all countries
except Argentina, Australia, Brazil, and South Korea. This rate of duty, which is
in addition to any other duties, fees, exactions, and charges applicable to such
imported steel articles, shall apply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each country
as specified in the preceding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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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order to provide the quota treat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proclamation to steel articles imports from South Korea, U.S. Note 16 of
subchapter III of chapter 99 of the HTSUS is amended as provided for in Part A
of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hall implement this quota as soon as
practicable, taking into account all steel articles imports from South Korea since
January 1, 2018.

제2장

(3) The exemption afforded to steel articles from Canada, Mexico,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 shall apply only to steel articles of such countries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through the close
of May 31, 2018, at which time such countries shall be deleted from the article
description of heading 9903.80.01 of the HTSUS.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4) Clause 5 of Proclamation 9711 is amended by inserting the phrase “, except
those eligible for admission under “domestic status” as defined in 19 CFR
146.43, which is subject to the duty imposed pursuant to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by Proclamation 9711,” after the words “Any steel article” in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5) Steel articles shall not be subject upon entry for consumption to the duty
established in clause 2 of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by clause 1 of this
proclamation, merely by reason of manufacture in a U.S. foreign trade zone.
However, steel articles admitted to a U.S. foreign trade zone in “privileged foreign
status” pursuant to clause 5 of Proclamation 9711, as amended by clause 4 of
this proclamation, shall retain that status consistent with 19 CFR 146.41(e).
(6) No drawback shall be available with respect to the duties imposed on any
steel article pursuant to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by clause 1 of this
proclamation.Start Printed Page 20686
(7)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CBP and other relevant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revise the HTSUS so that it conforms to the
amendments and effective dates directed in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shall publish any such modification to the HTSUS in the Federal Register.
(8) Any provision of previous proclamations and Executive Orders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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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sistent with the actions taken in this proclamation is superseded to the
extent of such inconsistency.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hirtieth day of April,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eighteen,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forty-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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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철강제품에 대한 232조 조치 관련 대통령 포고문 ③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17)
Issued on: May 31, 2018
1. On January 11, 2018, the Secretary of Commerce (Secretary) transmitted to me
a report on his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mill articles o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19 U.S.C. 1862).

제2장

2. In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I concurred in the Secretary’s finding that steel mill articles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decided to adjust the imports of steel mill articles, as defined in clause 1
of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steel articles), by imposing a 25 percent
ad valorem tariff on such articles imported from most countries, beginning
March 23, 2018. I further stated that any country with which we have a security
relationship is welcome to discuss with the United States alternative ways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aused by imports
from that country, and noted that, should the United States and any such country
arrive at a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such that I determine that imports from that country no longer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I may remove or modify the restriction on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at country and, if necessary, adjust the tariff as it applies
to other countries, as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require.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3. In Proclamation 9711 of March 22,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I noted the continuing discussions with the Argentine Republic (Argentina),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Australia),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Brazil),
Canada, Mexico,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on behalf of its member countries, on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17) U.S. President, Proclamation,“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9759 of May 31, 2018,”Federal Register 83, no.108(June 5, 2018): 25857, https://www.gpo.
gov/fdsys/pkg/FR-2018-06-05/pdf/2018-121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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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atened impairment to the national security posed by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those countries. Recognizing that each of these countries and the EU
has an important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 determined that the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ns to address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posed
by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these countries was to continue the ongoing
discussions and to exempt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ese countries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until May 1, 2018.
4. In Proclamation 9740 of April 30,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I not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agreed in principle with Argentina,
Australia, and Brazil on 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to our national security posed by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ese
countries and extended the temporary exemption of these countries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in order to finalize the details.
5.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on a range of measures with these countries,
including measures to reduce excess steel production and excess steel capacity,
measures that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capacity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measures to prevent the transshipment of steel articles and avoid
import surges. In my judgment, these measures will provide effective, long-term
alternative means to address these countries’ contribution to the threatened
impairment to our national security by restraining steel article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from each of them, limiting transshipment and surges, and
discouraging excess steel capacity and excess steel production. In light of these
agreements, I have determined that steel articles imports from these countries
will no longer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and thus have decided
to exclude these countries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The United States wi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agreed upon with these countries to address our national security
needs, and I may revisit this determination, as appropriate.
6. In light of my determination to exclude, on a long-term basis, these countries
from the tariff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I have considered
whether i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in light of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o make any corresponding adjustments to such tariff as it applies to other
countries. I have determined that, in light of the agreed-upon measures with these
countries, and the fact that the tariff will now apply to imports of steel articles
from additional countries, i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at this time, to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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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tariff level as it applies to other countries.
7.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authorizes the
President to adjust the imports of an article and its derivatives that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8.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19 U.S.C. 2483), authorizes
the President to embody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the substance of statutes affecting import treatment, and actions
thereunder, including the removal, modification, continuance, or imposition of any
rate of duty or other import restriction.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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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and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1) The superior text to subheadings 9903.80.05 through 9903.80.58 of the HTSUS is
amended by replacing ‘‘South Korea’’ with ‘‘Argentina, of Brazil, or of South Korea’’.
(2) For the purposes of administering the quantitative limitations applicable to
subheadings 9903.80.05 through 9903.80.58 for Argentina and Brazil, the annual
aggregate limits for each country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shall apply for the period starting with calendar year 2018 and for subsequent
years, unless modified or terminated. The quantitative limitations applicable
to subheadings 9903.80.05 through 9903.80.58 for these countries, which for
calendar year 2018 shall take into account all steel articles imports from each
respective country since January 1, 2018, shall be effective for steel articles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June 1, 2018, and shall be implemented b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s soon as
practicable, consistent with the superior text to subheadings 9903.80.05 through
9903.80.58.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quantitative limitations applicable to subheadings 9903.80.05 through
9903.80.58 and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nd such other senior Executive Branch official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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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retary deems appropriate, inform the President of any circumstance that
in the Secretary’s opinion might indicate that an adjustment of the quantitative
limitations is necessary.
(3) The text of subdivision (e) of U.S. note 16 to subchapter III of chapter 99 of the
HTSUS is amended by striking the last sentence and inserting in lieu thereof the
following sentence: ‘‘Beginning on July 1, 2018, imports from any such country
in an aggregate quantity under any such subheading during any of the periods
January through March, April through June, July through September, or October
through December in any year that is in excess of 500,000 kg and 30 percent of
the total aggregate quantity provided for a calendar year for such country, as set
forth on the internet site of CBP, shall not be allowed.’’.
(4)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CBP and with other relevant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revise the HTSUS so that it conforms
to the amendments and effective dates directed in this proclamation. The
Secretary shall publish any such modification to the HTSUS in the Federal
Register.
(5) Clause 5 of Proclamation 9711, as amended, is amended by striking the phrase ‘ as
amended by Proclamation 9711,’’ in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and inserting
in lieu thereof the following phrase: ‘‘as amended, or to the quantitative limitations
established by proclamation,’’. Clause 5 of Proclamation 9711, as amended, is
further amended by inserting the phrase ‘‘or quantitative limitations’’ after the
words ‘‘ad valorem rates of duty’’ in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6) Clause 5 of Proclamation 9740 is amended by striking the phrase ‘‘as amended by
clause 1 of this proclamation,’’ and inserting in lieu thereof the following phrase:
‘‘as amended, or to the quantitative limitations established by proclamation,’’ in the
first sentence. Clause 5 of Proclamation 9740 is further amended by striking the
words ‘‘by clause 4 of this proclamation’’ from the second sentence.
(7) Any provision of previous proclamations and Executive Orders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actions taken in this proclamation is superseded to the extent of such
in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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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
- 미국의 PMS 적용 첫 사례
품목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HS코드

7304.29 7305.20, 7306.29

제소일

2013. 7. 2.
ITC 조사개시

2013. 7. 22.

DOC 조사개시

2013. 8. 16.

ITC 예비판정 (산업피해 긍정)

2014. 2. 8.

DOC 예비판정 (부정)

2014. 7. 10.

DOC 최종판정 (9.89∼15.75%)

2014. 8. 22.

ITC 최종판정 (산업피해 긍정)

2014. 9.

한국 기업, CIT 제소(원심 최종판정 관련)

2014. 9. 10.

반덤핑 관세 확정 부과

2014. 12. 22.

한국 정부, WTO 분쟁해결절차(DSB)에 회부

2015. 3. 24.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2015. 7. 14.

패널위원 구성

2015. 9. 2.

한국 기업의 CIT 제소(원심 최종판정)에 대한 CIT 판정 발표

2016. 2. 22.

DOC 원심 최종판정 재산정 (3.98∼6.49%)

2016. 10. 6.

DOC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3.80∼8.04%)

2017. 4. 10.

DOC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2.76∼24.92%)

2017. 4. 28.

한국 기업, CIT 제소(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PMS 적용)

2017. 10. 2.

DOC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5.24∼46.37%)

2017. 11. 14.

패널 최종보고서 회람

2018. 4. 11.

DOC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5.24∼75.81%)

2018. 10. 3.

DOC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5.24∼47.62%)

제2장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antidumping.kita.net)

(1) 조사 배경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2000년
대 중반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과거 오일쇼크 당시의 유가상승이 급
격한 수요하락으로 이어지며 안정세를 찾았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의 유가상승
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원유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지속되는 고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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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지

2013. 7. 2.

기조에 원유 채굴기술이 진보하면서 미국 내 셰일 에너지 개발의 채산성이 급속
도로 향상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셰일 에너지 산업은 유례 없는 호황기를 누렸다. 이에 따라
셰일 오일과 가스를 채굴하는 데에 투입되는 시추 리그(rig)18) 수도 2000년 916
개에서 2008년 1,878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 내 시추 리그 수 동향
연도
리그수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16

1,380 1,648 1,767 1,878 1,086 1,541 1,875 1,919 1,716 1,862

자료: 베이커휴스(Baker Hughes)

시추 리그수 증가는 곧 리그의 핵심부품인 유정용 강관에 대한 수입 확대로 이
어졌다. 특히 중국산 수입이 크게 늘어 2006년 65.8만 Mt에서 2008년 199.3
만 Mt까지 증가하였다.19) 이에 2009년 4월 8일 미국의 생산업계는 중국산 유정
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청원하였고, 그 결과 중국 생산업체에
29.94-99.1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중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이 유가 상승 이전 수준으로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일시에 급락했으나 2010년
이후 배럴당 60달러 선을 돌파하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도 에
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셰
일 에너지 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선까지 상승한 2012년에는 유정용 강관에 대한 수요가 금융위기 직전인

18) 원유 및 가스 채굴을 위한 시추공을 뚫는데 투입되는 유전굴착장비를 지칭한다.
19)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Commerce Initiates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of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FACT SHEET (July 22, 2013), https://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prc-octg-init-0428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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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앞서 이뤄진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로 중국산 유정용 강관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한국, 인도 등 주
요 강관생산국들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 업계는
2009년 중국에 대한 조사에 이어 2013년 7월 2일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국제유가 추이 및 미국의 對중국·한국 유정용 강관 수입 동향
(달러/배럴)

중국(우)

한국(우)

WTI(좌)

Dubai(좌)

160

(백만 달러)

600.0
2009.4. 중국산 제소

2013.7. 한국산 제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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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01
Apr-01
Ju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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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02
Apr-02
Jul-02
Oct-02
Jan-03
Apr-03
Jul-03
Oct-03
Jan-04
Apr-04
Jul-04
Oct-04
Jan-05
Apr-05
Jul-05
Oct-05
Jan-06
Apr-06
Jul-06
Oct-06
Jan-07
Apr-07
Jul-07
Oct-07
Jan-08
Apr-08
Jul-08
Oct-08
Jan-09
Apr-09
Jul-09
Oct-09
Jan-10
Apr-10
Jul-10
Oct-10
Jan-11
Apr-11
Jul-11
Oct-11
Jan-12
Apr-12
Jul-12
Oct-12
Jan-13
Apr-13
Jul-13
Oct-13
Jan-14
Apr-14
Jul-14
Oct-14
Jan-15
Apr-15
Jul-15
Oct-15
Jan-16
Apr-16
Jul-16
Oct-16
Jan-17
Apr-17
Jul-17
Oct-17

20

0.0

주: 조사대상 품목 기준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한국석유공사

(2) 상무부 예비판정
유정용 강관은 원유나 천연가스 시추에 사용되는 품목 특성 상 한국 내 수요가
적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즉, 조사대상
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가격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거래물량을 담보
하는 한국 내 판매가격이나 제3국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무부
는 생산원가(COP), 판매관리비(SG&A) 및 이윤(profit), 포장비(packing cost) 등
을 더해 구성가격(CV)을 산정하고 이를 수출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하였
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활용되는 조사대상기업의 내수판매가격이나 제3
국 판매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실제 가격인 반면, 구성가격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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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인 상무부가 직접 조사대상품목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상무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덤핑 마
진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와 계산방식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원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첨예한 분쟁을 일으킨 부분은 구성가격에 포함되는
생산업체의 이윤율(profit rate)이었다. 분쟁의 발단은 상무부가 한국 업체들이 제
출한 실제 이윤율 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
이 제출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유정용 강관 판매 물량이 불충분하기 때
문에 기업의 실제 이윤율을 구성가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에 대해 U.S. Steel, Maverick과 Boomerang Tube 등 미국 내 제소기업들은 조
사 초기단계부터 아르헨티나 강관 생산기업인 Tenaris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개진하였다. 그러나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Tenaris
가 수출국인 한국에서 유정용 강관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자료의 출처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제소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조사대
상 업체의 유정용 강관 외 파이프(non-OCTG pipe)의 내수판매 이윤율(현대하
이스코)20) 또는 한국의 6개 유정용 강관 생산업체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된
이윤율(넥스틸)21)을 구성가격에 반영하였다.

WTO 반덤핑 협정 2.2.2조 및 미국 1930년 관세법 제 773조 (e)항
WTO 반덤핑 협정과 미국의 반덤핑법은 구성가격에 포함되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대해
수출국 시장에서 동종물품이 소비를 목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판매 및 생산
활동 중 발생한 실제 금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3가지 방법(alternatives) 중 1가지를 적용하도록 한다.

20) Section 773(e)(ⅰ) of Trade Act of 1930
21) Section 773(e)(ⅲ) of Trade Act of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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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대상물품과 동일부류 물품(same general category)의 수출국에서의 소비와 관련
된 판매 및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실제 금액
(ⅱ) 당해 업체를 제외한 수출자(생산자)가 수출국 시장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동종 물
품의 통상의 거래와 관련된 판매 및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실제 금액의 가중평균
(ⅲ) 기타 합리적인 방법. 단 당해 업체를 제외한 수출자(생산자)가 조사대상물품과 동일부
류의 물품을 수출국시장에서 소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획득하는 정상적인 판매이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profit cap)

조사개시 당시 제소자측이 주장한 덤핑마진이 최고 158.53%에 달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유정용 강관에 대한 상무부 원심 예비판정
한국

인도

무혐의 0-55.29%

필리핀
8.9%

사우디
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
라이나

2.92% 0-2.65% 118.32% 0-4.87% 5.31%

베트남
9.57111.47%

한국산에 대한 무혐의 판정 직후 미국 의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상무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의회 내 철강산업 지지단체인 철강
의원연맹(Congressional Steel Caucus)은 수입산 철강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
악하려는 취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하원 다수 의원들의 명의로 예비
판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상무부에 발송하였다. 미국 철강업계도 한
국산 유정용 강관을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
며 지속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였다.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은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예정된 7월 초까지 약 3개월 간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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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상무부는 2014년 2월 25일 예비판정에서 조사대상국 9개국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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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업체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무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

예비판정 이후 미국 의회 및 철강업계 동향(2014년)
일시

내용

3.25.

철강의원연맹 주최 미국 산업피해 실태파악을 위한 공청회

5.5.

미국 제조업연합(AAM) 주최 무혐의 예비판정 규탄 집회(오하이오)

5.13.

경제정책연구소(EP)‘수입산 철강으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폐해’보고서 발표

5.15.

상원의원 서한 발송 (무혐의 예비판정 재고요청 서한, 상원의원 57명)

5.16 6.2.

미국 제조업연합(AAM) 주최 무혐의 예비판정 규탄집회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텍사스)

6.9.

미국 국내업계 서한 발송 (전미 트럭노조, 철도보선노조 등)

6.13.

하원의원 서한 발송 (무혐의 예비판정 재고요청 서한, 하원의원 153명)

6.16 6.23.

미국 제조업연합(AAM) 주최 무혐의 예비판정 규탄 집회
(앨라배마, 미네소타)

7.1.

미국 국내업계 서한 발송

자료: 각종 언론보도 참조

(3) 상무부 최종판정
예비판정 이후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아르헨티나 강관
생산기업인 Tenaris의 이윤율 26.11%을 적용해 한국 업체들의 구성가격(CV)을
재산정하였다. 예비판정 당시에는 수용하지 않았던 제소기업들의 주장을 최종판
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예비판정에서 5.3%의 이윤율을 적용했던 것과 비
교할 때 최종판정에 적용된 Tenaris의 이윤율 26.11%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한
국 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상무부는 기존의 덤핑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8일 최종판정에서 9.89-15.75%의 덤핑마진
을 부과하였다.

(4) CIT 제소 및 관세 재산정
예비판정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상반되는 결론이 도출되자 한국 업체들은
Tenaris의 이윤율을 적용한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동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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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이하 CIT)에 즉각 제소하였다.22) CIT는 한국 업체들과 상무부
의 의견을 모두 검토한 끝에 구성가격에 포함되는 이윤율을 다시 검토하도록 반
송하였다. 결국 상무부는 기존에 적용하였던 Tenaris의 이윤율 26.11%와 러시
아의 유정용 강관 생산업체인 TMK의 이윤율 6.36%의 평균인 16.24%를 적용하
여 한국 업체들의 덤핑마진을 재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
세는 기존 9.89-15.75%에서 3.98-6.49%로 하향 조정되었다.

(5) WTO 제소
한국 업체들에 이어 한국 정부도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격에 대한 물량기준, ④의견제출 미제공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WTO 패널
은 2017년 11월 14일 최종 회람된 보고서를 통해 구성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
는 미국 상무부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외 쟁점에 대해서
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인정하였다.

22) 동 CIT 제소는 상무부의 구성가격 산정방식 외에도 의무답변자 지정과 관련된 이슈도 포함하였다. 유정용 강
관은 생산 방식에 따라 용접 강관(welded pipe), 무계목 강관(seamless pipe)으로 나뉘는데 원심에서 상무부
가 지정한 의무답변자는 2개 기업으로 모두 용접 강관(welded OCTG)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
서 유일하게 무계목강관(seamless OCTG)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자사를 의무답변자로 지정해 별도의 마
진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CIT는 상무부가 의무답변자
지정을 재검토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상무부는 CIT 판정에 대해 기존의 의무답변
자 업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계목 강관 생산자를 새로운 의무답변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동안 미국의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를 의무답변자로 지정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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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크게 4가지로 ①구성가격 산정방식, ②관계사 거래 판단, ③제3국 수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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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들어 동 사안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한국 정부가 제기한 쟁

WTO 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쟁점

패널 판단

이윤율(profit rate) 자료 : 유정용 강관의 한국 내 판매물량
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실제 이윤율을 미적용

위반

동일부류 물품(same general category)의 정의 : 상무부가 유
정용 강관의 동일부류 물품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

위반

이윤 상한(profit gap) 적용 : 상무부가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윤 산정 시, 이윤 상한 미설정

위반

제휴관계
판단

넥스틸-포스코 간 제휴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넥스틸이
포스코로부터 재료조달 비용을 부인

비위반

제3국
수출가격
물량기준

상무부는 제3국 수출가격 활용 시에도 물량의 충분성(viability
test)을 검증

비위반

의견제출기회 Tenaris의 이윤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에게 적절
한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미제공

비위반

구성가격
산정방식

(6) 1·2차 연례재심과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① 중국의 비시장경제(NME)지위 만료에 대한 미국의 대응
2014년 초부터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이 미국의 반덤핑 제도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의 반덤핑 조
치 최다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지위(Non-market Economy Status,
NME) 적용 만료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이다.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지위 논란의 시작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협상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협상 당시 일부 WTO 회원국들은 중국 경제의 특성상 국내 판매가격이 정
상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기업들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WTO 가입을
목전에 둔 중국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WTO
가입 이후 15년 동안 중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되어 반덤핑 조사에서 차별
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조항을 가입의정서에 명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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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미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에서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과는 다른 차별적인 조사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
해 상당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비시장경제(NME) 개념의 등장과 미국의 조사절차
1980년 중반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 중국 등 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요소를 받아
들인 국가들의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 수입국들의 반덤핑 조사도 급증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내에서는 온전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상품가격이 결
정되지 않을뿐더러 생산요소 가격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반덤핑
제2장

조사에 이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GATT 내에 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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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에 대한 차별적인 조사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조항이 마련되었고 미국,
EU 등 주요국은 동 조항에 근거하여 비시장경제를 판단하는 기준과 차별적인 조사절차를
자국 법으로 제정해 운용해왔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가격정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상무부가 선정한 대
체국가(surrogate country)의 생산요소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가입의정서에 약속된 15년의 기한인 2016년 11월 15일이 임박해오자 중국은
기한 만료 이후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으로 획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요 선
진국들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은 물론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중국에
여전히 계획경제체제의 요소가 남아있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2016년 11월 15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을 비시장경
제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고수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와 동
시에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동 사안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WTO
의 판단에 따라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중
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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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지위 적용이 만료되어도 기존과 마찬
가지로 높은 수준의 조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안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조사기법이 바로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23)

적용이다.

② 특별시장상황(PMS)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TPEA) 제504조를 통해 반덤핑법 일부를 개정하여 PMS에 대한 반덤핑 조사기
법을 확립하였다. 먼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상무부의 판단 상 조사대상기업의
내수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적절히 비교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시장상황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성가격(CV)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성가격
을 산정할 때, 조사당국이 조사대상기업의 생산비용(costs)이 PMS로 왜곡되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상무부가 임의로 구
성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정작 PMS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마련되지 않아 상무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PMS
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새롭게 도입된 PMS 관련 조사기법은 조사당국이 기업의 실제 제출 자료를 부인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상당
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고 반덤핑 조사를 진
행하더라도 PMS를 적용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시험대에 오른 품목이 바로 한국
산 유정용 강관이다.

23) Section 504 of Trade Preference Extention Act 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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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제1차 연례재심이 개시된 직후, 제소기업인 Maverick은 한국 기업들의 유정용강
관 생산원가가 PMS로 왜곡되어 있으므로 조사대상 기업들이 제출한 원가정보
를 그대로 인정해 덤핑마진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상무부에 제출했다.24)
Maverick은 한국 업체들의 생산비용을 왜곡하는 PMS의 근거로 4가지를 제시하
였는데 이는 유정용 강관 생산비용의 70~80%를 차지하는 열연코일 가격과 한
국의 전기료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특별시장상황 사유(미측 제시)
제2장

사유

세부내용

한국 내 저렴한 중국산
열연코일의 범람
(unfairly-traded)

저렴한 중국산 열연코일이 불공정한 교역을 통해 한국에
범람하면서 한국 내 열연코일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장가격을 왜곡시킴

한국 내 열연코일 생산자와
유정용 강관 생산자 간
전략적 제휴관계

한국 내 열연코일 생산자와 유정용 강관 생산자 사이에 전
략적 제휴가 존재하여 이들 사이의 열연코일 거래를 통상
적인 거래(OCOT)로 볼 수 없음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 정책

한국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
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

상무부는 한국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끝에
2016년 10월 제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Maverick이 제시한 4가지 사유만으

24) Letter from Maverick to the Department,“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of Factual Information,”(November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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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열연코일 공급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한국 정부가 열연코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으로부터 상계관세(CVD)를 부과받고 있음

로 한국에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5)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덤핑마진은 3.80-8.04%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후 PMS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
께 신설된 대통령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 NTC)의 피터 나
바로 위원장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PMS 적용을 권고하는 취지의 서한을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상황이 크게 반전되었다. 2017년 3월 초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 구
조로 한국 철강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며 PMS를 적용해 덤핑마진을 최소 36%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결국 상무부는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을 번복하고 PMS가 존재한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소자 측이 제기한 4가지
사유 각각은 PMS를 구성하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으나, 4가지를 종합할 때
(collectively) 한국의 유정용 강관시장이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하였다.26)
단, PMS가 각 기업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다는 한
계를 인정하고, 4가지 사유 중 한국정부가 열연코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만을 구성가격 산정에 반영하였다. 즉,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한국산 열연코일을
조달하는 기업에 한해 상무부가 기존에 한국산 열연코일에 부과해 온 상계관세
47.2%를 추가해 해당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가격

25) Memorandum from Gary Taverman, Associate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perations, to Carole Showers, Executive Director, Office of Policy, Policy &
Negotiations,“2014-2015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the Republic of Korea: Memorandum on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llegations,”
(February 21, 2017).
26)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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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ublished Decision Memorandum(April 10, 2017),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korea-south/2017-07684-1.pdf.

72

2018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을 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덤핑마진은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
서 최대 24.92%,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최대 46.37%으로 상승하였다.
OCTG 구성가격(CV)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특별시장상황(PMS) 구성 요건

상계관세 47.2% 반영

(1) 열연강판 생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특별시장상황(PMS) 구성 요건
보조금

적용 후
덤핑마진
적용 전
덤핑마진

생산원가
(COP)
생산원가
(COP)

(1) 열연강판
생산에
대한 열연강판
한국 정부의조달
보조금
(2) 한국의
저렴한
중국산
(2) 한국의 저렴한 중국산 열연강판 조달

(3) 한국 내 열연강판 공급자와

수출가격

(3) 한국 내 열연강판 공급자와

OCTG
생산자
제휴
OCTG
생산자간간전략적
전략적 제휴
(4) 한국
정부의
전기료정책
정책
(4) 한국
정부의
전기료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

이윤

이윤
기타

PMS 前

PMS 後

제2장

기타

단을 유지하였다. 다만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75.81%의 덤핑마진을 부과하였다.

유정용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변화
75.81

A사

B사

PMS 적용

46.37

24.92

3.98 5.24

원심
최종판정

8.04
3.8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6.66

6.75

2.76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한편 PMS 관련 조사기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
당한 논란이 있다. WTO 반덤핑협정 제2.2.1.1항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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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발표된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도 상무부는 PMS에 대한 기존 판

한 자료가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부합하고, 제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면(reasonably reflect) 조사당국이 이를 토대로 구성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합리적인 반영’에 대해 WTO 패널과 상소기
구는 실제 발생비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기록된 비용 자
체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
다.27) 즉, 조사당국이 조사 대상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조항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자료
가 실제로 그 기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MS
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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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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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에 의하여 결정된다.
2.2.1.1 제2항의 목적상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국에
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고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
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reasonably reflect)하고 있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
된다. (후략)

27) WTO,“EU-AD Measures of Biodisel from Argentina,”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473/AB/
R(October 6, 2016),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9-DP.aspx?language=E&C
atalogueIdList=231649,231647&CurrentCatalogueIdIndex=0&FullTextHash=&HasEnglishRecord=True&Ha
sFrenchRecord=True&HasSpanishRecor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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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관련 주요 개정 내용>
Section 771(15) Definition of Ordinary Course of Trade
The term “ordinary course of trade” means the conditions and practices which, for
a reasonable time prior to the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have been
normal in the trade under consideration with respect to merchandise of the same
class or kind.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sales and
transactions, among others, to be 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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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시장상황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조사당국의 판단 상,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하여 수출가격 또는 수출구성가격과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판매 및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

Section 773(a)(1)(B) Definition of Normal Value
ii) in a case to which subparagraph (C) applies – 제3국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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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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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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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the administering authority does not determine that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 such other country(삭제) prevents a proper comparison with
the export price or constructed export price.
제3국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I)당해 가격이 대표성을 갖고, (II)제3
국 판매물량이 미국으로의 판매물량의 5% 이상이어야 하며, (III)조사당국의 판단 상 당해
제3국 시장 내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당해 제3국 시장 내’조건을 삭제
하여 제3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PMS가 존재한다는 조사당국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도 제
3국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즉, 조사당국은 수출국에 PMS가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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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될 시 반드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삼아야 함)

Section 77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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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purposes of paragraph (1), the cost of materials shall
be determined without regard to any internal tax in the exporting country imposed
on such materials or their disposition that is remitted or refunded upon exporta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produced from such materials
PMS로 인해 조사대상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생산비용이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조사당국 재량의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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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 표적 덤핑(target dumping)과 WTO 분쟁
품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HS코드

8450.20.0090, 8450.11.0040, 8450.11.0080, 8450.90.2000, 8450.90.6000

제소일

2011. 12. 30.
DOC 조사 개시

2012. 2. 13.

ITC 예비판정 (산업피해 긍정)

2012. 7. 27.

DOC 예비판정 (9.62∼79.11%)

2012. 12. 18.

DOC 최종판정 (9.29∼82.41%)

2013. 1. 23.

ITC 최종판정 (산업피해 긍정)

2013. 2. 15.

반덤핑 관세 확정 부과

2013. 8. 29.

한국 정부, WTO 분쟁해결절차(DSB)에 회부

2014. 1. 22.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2014. 6. 20.

패널위원 구성

2016. 3. 11.

패널 최종보고서 회람

2016. 4. 19

미국 정부, 상소

2016. 4. 25.

한국 정부, 맞상소

2016. 9. 7.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

2016. 9. 26.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2016. 10. 26.

미국, 합리적 이행기간(RPT) 요청

2017. 12. 26.

합리적 이행기간(RPT) 종료

2018. 1. 11.

한국 정부, 보복 절차 돌입

2018. 1. 19.

중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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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조사 개시

2012. 1. 19.

제2장

주요일지

2012. 1. 9.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antidumping.kita.net)

(1) 조치 과정
2011년 12월 30일에 미국 월풀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의 가정용 세탁
기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하였다. 이로써 한국 기업들의 세탁기
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상무부는 2012년 7월 30일 원
심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 9.62%, LG전자 12.15%, 대우전자 79.11%의 덤핑
마진율을 부과하고, 2012년 12월 19일에는 삼성전자 9.29%, LG전자 13.02%,
대우전자 82.41%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다. 원심 판정 이후 한국 기업들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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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해외 공장으로 눈을 돌렸다. LG전
자만이 국내 생산물량을 위해 연례재심에 대응하였으며, 1차 연례재심부터 덤핑
마진을 1%대로 낮추고 2017년 3차 연례재심에서는 덤핑 마진이 0%로 떨어졌다.

(2) 표적 덤핑과 제로잉(Zeroing)
세탁기 반덤핑 조치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미국이 반덤핑 판정에 표
적 덤핑(targeted dumping)을 적용하여 제로잉(zeroing)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
다. 제로잉(zeroing)이란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오
랜 기간 제로잉 기법을 활용하여 수출국 기업에 대해 높은 덤핑 마진율을 산정
했다. 이러한 미국의 관행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정확한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해
서는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국내가격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모
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 CATO 연구
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WTO 상소기구에서 심리한 18건의 미국 반덤핑
조사 중에서 17건이 제로잉으로 인하여 덤핑 마진이 크게 산정되었고, 그 중 5건
은 덤핑마진이 마이너스였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28)

(예) 제로잉 관행에 따른 덤핑마진과 일반 덤핑마진 차이
정상가격

수출가격

덤핑 마진

제로잉 사용 덤핑 마진

A 제품

$100

$90

10

10

B 제품

$100

$110

-10

0

C 제품

$100

$100

0

0

총

$300

$300

0

10

0%

3.33%

덤핑마진율

WTO 분쟁해결절차의 판정 결과 미국이 일반적인 제로잉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28) 김홍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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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졌으나 표적 덤핑에서는 여전히 제로잉을 활용했다. 표적 덤핑(targeted
dumping)이란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대상을 수입된 전체 물품으로 하지 않
고 특정 시기, 특정 지역, 특정 구매자에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만 덤핑 마진
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비교 방식으로
는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수출가격의 가중평균을 비교하는‘A-A(Average
to Average) 비교방식’과 개별거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T-T(Transaction to Transaction) 비교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가격의 가
중평균과 개별거래 수출가격을 비교하는‘A-T(Average to Transaction) 비교방
식’이 있다. 위 3가지 비교 방식 중에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

명이 제시되는 경우29)에 한하여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1개의 수출가격 사례를
비교하는‘A-T 비교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평균적으로
덤핑이 아닌 경우에도 덤핑으로 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상무부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 판매를 표적 덤핑으로 판단하고
덤핑 마진을 부과하였다.

(3) WTO 제소 및 결과
한국은 미국이 표적 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을 적용하여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2013년 8월 29일 동
사안을 WTO 분쟁해결절차(DSB)에 회부하였다. 2016일 3월 11일에 WTO 패

29)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서는 ⅰ)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 별로 수출가격에 일정한 양태가 있고 ⅱ)당국이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ⅲ)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A-A) 또는
개별거래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T-T)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가격 차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A-T)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단, 김상만(2015)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A-T)에 대해 WTO 패
널의 재량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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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방식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가격 차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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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비교방식(A-A), 또는 개별거래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T-T) 비

널은“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하였다. 이후 미국은
상소를 했고 WTO는 2016년 9월 7일 상소심 최종 보고서 회람을 통해 대부분
쟁점에서 한국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미국은 2016년 10월 26일 DSB 미팅에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이행 기간(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RPT)을 요청하였다. 합리적인 기간은 패널 또는 상
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분쟁
해결절차 21.3조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까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합리적인 이행 기간 내에 WTO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한국은 분쟁
해결절차 22.2조에 따라 7억 1,100만 달러 규모30)의 보복관세 부과를 WTO에
통보하였다. 미국은 2018년 1월 19일 분쟁해결절차 22.6조에 따라 한국의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며 현재 동 사안은 WTO에서 중재
판정 중이다.

조사대상 세탁기의 對미국 수출량 비교
HS코드 및 품목명

12년 상반기
('12.1~6월)

12년 하반기
('12.7~12월)

13년 상반기
('13.1~6월)

845011

10kg 이하 세탁기

9

4

5

845020

10kg 초과 세탁기

293

219

163

845090

부분품

30

29

32

332

252

203

합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3.8.29)

3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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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WTO 분쟁해결절차도
WTO 분쟁해결절차도
협의요청 (제소국)
협의요청 수령 후 30일이내에 협상개시 要
합의

협의 (양당사국)

60일

합의실패

타결

패널설치요청 (제소국)
15+
α일

① 협의개시 거부시 ② 협의요청 수령후
60일내 협의실시 패널설치 요구
· 패널설치시기 : no later than 다음 DSB회의

패널설치 (DSB)
20-30

패널보고서 제출
(Panel to 분쟁당사국)

찬성

2주

패널검토 :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최고 9개월, 긴급사안은
3개월)내에 완료
보고서 제출 후 2주내 분쟁당사국간 합의
실패시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

패널보고서 회람
상소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6개월
(3개월)

패널구성 : 설치일부터 20일내에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될 경우에
WTO 사무총장이 10일내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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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구성, 위임사항 결정
(DSB)

60~90
분쟁당사국이 상소한 날로부터 AB는
60~90일 이내에 보고서 완료

상소보고서 제출
30일
상소보고서 채택

패널보고서 채택

30일
DSB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패소국)
합리적 기간내
불이행

이행

완전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

패널에 재회부
(제소국)

합리적
기간
20일

10일
타결

완전이행시까지
SDB의 대응조치

<협의 요청 ~ 보고서채택 기한>
상소없을시 : 12개월
상소시 : 15개월
이행계획 존재여부 or 대상협정과의 합치
여부 의견 불일치시 원패널에 회부가능
보복조치 선결조건
① 피소국이 합리적 기간내에
DSB 권고 결정 불이행
② 합리적 기간 종료후 20일내에
만족스런 보상합의에 실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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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탁기에 대한 1974년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

- 미국의 수입규제와 對美 투자
품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HS코드

8450.20.00, 8450.11.00, 8450.90.20, 8450.90.60

제소일

2017. 5. 31.

주요일지

2017. 6. 5.

ITC 조사 개시

2017. 9. 7.

피해판정 공청회

2017. 10. 5.

산업피해 긍정판정

2017. 10. 19.

구제조치 공청회

2017. 11. 21.

ITC 구제조치 권고안 발표

2017. 12. 4.

ITC, 미국 대통령에 구제조치 보고서 제출

2018. 1. 22.

미국 대통령, 조치 결정

2018. 1. 24.

한국 정부, 양자협의 요청

2018. 2. 7.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2018. 4. 6.

한국 정부, WTO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통보

2018. 5. 14.

한국 정부, WTO 분쟁해결절차(DSB)에 회부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antidumping.kita.net)

(1) 조치 배경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2017년부터 본격화된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세
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하여 미국에 대한 모든 국가의 세탁기 수출
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으로 세계 각지로 생산 공장을 확장하는 글로벌 공급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삼성과 LG가 진출한 국가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치를
연이어 시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덤핑 제소기업인 월풀과 피터 나
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은 삼성과 LG가 반덤핑 조치를 피해 해외 공장을
옮겨가고 있다며,“cheating”,“country hopp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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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월풀은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7년 5월 31일 세
이프가드 조사를 청원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은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
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반덤핑 규제에 더해 한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세탁기 수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한 층 더 높아진 것이다.

(2) 세이프가드 제소
2017년 5월 31일 월풀은 가정용 대형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
드 조사 개시 청원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출하였다. 월풀은 동 청
원서에서 최근 세탁기 수입량이 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

이동하는‘country hopping(국경 넘기)’방법을 통해 반덤핑 규제를 회피해 오
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 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미국의 가정용 대형 세탁기 수입량

수입물량(대)

2012

2013

2014

205

2016

1,601,907

2,477,958

2,690,095

3,129,144

3,209,626

자료: Petition for Safeguard Relief Pursuant to Sections 201-202 of the Trade Act of 1974-Large Residential
Washers, 19p, USITC (May 31, 2017)

(3)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 및 권고 조치
2017년 10월 5일 세탁기 세이프가드 판정에 참여한 ITC 위원 4명 전원이 만장
일치로 "수입 세탁기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 및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
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한국은 공청회에서 세탁기에 대한 세이
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
위 내에서만 적용해야 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5.1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WTO 세이프가드 협정 2.1조에 따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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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 공장을 중국, 베트남, 태국 등으로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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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받고 있고 수입된 세탁기가 미국 산업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

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세탁기 부품과 일부 세탁기
모델들은 조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
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
에 없으며, 그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다자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미 FTA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규정
제 10. 5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
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
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
제한조치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
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른 조치

국제무역위원회는 12월 4일 세이프가드 조치로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관
세할당(tariff-rate quotas, TRQ) 방식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였다. 권고 내
용은 세탁기 완제품의 수입 쿼터량을 120만대로 설정하여 쿼터 이내 물량에 대
해서는 최대 20%,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되 3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세탁기 부품(covered parts)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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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쿼터량은 5만대로 설정하고 쿼터 이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세,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3년간 점진적 완화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구제조치 권고 내용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
세탁기 완제품
수입 쿼터량 (In Quota Volume Level)
Schmidtlein 위원장 &
Williamson 위원
쿼터내 관세율
(In-Quota Tariff Rate) Johanson 부위원장 &
Broadbent 위원
쿼터외 관세율 (Out-of-quota Tariff Rate)

2년차

3년차

1,200,000대 1,200,000대 1,200,000대
20%

18%

15%

0%

0%

0%

50%

45%

40%

1년차

2년차

제2장

세탁기 부품

1년차

3년차

50,000대

70,000대

쿼터내 관세율 (In-Quota Tariff Rate)

0

0

0

50%

45%

40%

쿼터외 관세율 (Out-of-quota Tariff Rate)

90,000대

자료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4) 대통령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22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
정하였다.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3년간 연간 쿼터량 120만 대에 대해서
1년차부터 관세율을 20%→18%→16%로 차등 적용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
해서는 50%→45%→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캐비넷, 터
브, 베스킷 등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량은 3년간 5만
대→7만대→9만대로 증량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45%→40%
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다.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에서 생산된 세탁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은 캐나나産만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발표 후 15
일 뒤인 2018일 2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특징은 세
탁기 완제품의 경우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고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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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쿼터량 (In Quota Volume Level)

세이프가드는 3년 평균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쿼터 내 물량(120만 대)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5) 한국 정부의 대응
2018년 1월 24일 한국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
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2018년 2월 1일 미국과의 양
자 협의시 세이프가드로 인한 한국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
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자 한국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효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WTO 세이프가드 8.2조에 근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
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수출
품의 추가 관세부담액을 연간 1.5억 달러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14일 한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동 사안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WTO 분
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4.3조에 따라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 하고 8월 14일 한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9
월 26일에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브라질, 중국, EU, 이집트, 인도, 일본, 카자흐
스탄,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태국, 베트남이 3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6) 시사점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제소기업들이 원하는 효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
다. 이번 세탁기 세이프가드도 한국 기업이 발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
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치 발효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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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국 최대 가전판매점 베스트바이에서 판매된 세탁기 상위 50개 중에서 삼
성전자 제품은 21종, LG전자는 17종을 차지하였다. 반면,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제소자인 월풀 주가는 15% 하락하고 2018년 1분기 순이익도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 6,400만 달러(722억 5,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 조
치가 결정될 때 월풀 최고경영자(CEO) 마크 비처가“이번 조치는 월풀에 호재”
라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
은 미국 소비자이다. 수입 세탁기에 대한 관세율이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분이 고
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관세 부과로 수입산 세탁기 가격
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철강 등 원재료 가격도 다른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상

이로 인해 대형 세탁기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은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빠
르게 갖춰나갔다. 삼성전자는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지역에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설비를 확보하였고 LG전자는 테네시주 클
락스빌 지역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
장을 추진 중이다.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향후 안정화될 경
우 과연 월풀사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청원할 당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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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분기 동안 건조 기능을 갖춘 대형 세탁기의 가격이 약 20% 올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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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여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미국 일간지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對미국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수출금액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2011)

증가율
(단위 : 증가율%)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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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55.3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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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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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2014

201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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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HS 8450.20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참 고 세이프가드 조치 요건 및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과정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조치는 회원국들이 관세 양허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자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 정지 관세 부과와 같은 관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서는 다른 무역구제 조치인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보다 강화된 3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국내 생산과 비교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
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동종 상품이나 직접경쟁상품을 생산
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수입된 특정 상품과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언급한 피해 측면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 포함) 조치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밝혀야 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GATT 제19조에 규정되어 있
던‘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요건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내 발동 조건은 아니나 사실로서 입증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사
신청

피해
판정

구제
조치
건의

구제
조치
결정

구제
조치
발효

120일 이내
180일 이내 ITC가 대통령에게 보고(report) 60일 이내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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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기간

조치
연장

최장 8년

참 고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S)31)
Presidential Proclamation to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Competition
from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
Issued on: January 23, 2018

제2장

1. On December 4, 2017,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transmitted to the President a report (the “ITC Report”) on its investigation
under section 202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the “Trade Act”) (19
U.S.C. 2252), with respect to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 (“washers”).
The product subject to the ITC’s investigation and determination excluded
certain washers described in the ITC Notice of Institution, 82 Fed. Reg. 27075
(June 13, 2017), and listed in subdivision (c)(2) of Note 17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2. The ITC reached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under section 202(b) of the Trade
Act (19 U.S.C. 2252(b))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s to b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ies producing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articles:
(a) washers; and
(b) certain washer parts, including (i) all cabinets, or portions thereof, designed
for use in washers; (ii) all assembled tubs designed for use in washers which
incorporate, at a minimum, a tub and a seal; (iii) all assembled baskets
designed for use in washers which incorporate, at a minimum, a side wrapper,
a base, and a drive hub; and (iv) any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parts or
subassemblies.
3. Pursuant to section 311(a)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the “NAFTA Implementation Act”) (19 U.S.C. 3371(a)), the

31) U.S. President, Proclamation,“To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Competition From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 Proclamation 9694 of January 23, 2018,”Federal Register
83, no.17(January 25, 2018): 3553, https://www.gpo.gov/fdsys/pkg/FR-2018-01-25/
pdf/2018-01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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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made findings as to whether imports from Canada and Mexico, considered
individually,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and contribute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imports. The
ITC made negative findings of contribution to injury with respect to imports of
washers from Canada and Mexico.
4. The ITC transmitted to the President its recommendations made pursuant to
section 202(e) of the Trade Act (19 U.S.C. 2252(e)) with respect to the actions
that, in its view, would address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be most effective in facilitating the efforts of the industry
to make a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
5. Pursuant to section 203 of the Trade Act (19 U.S.C. 2253), and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considerations specified in section 203(a)(2) of the Trade Act (19
U.S.C. 2253(a)(2)) and the ITC Report, I have determined to implement action of
a type described in section 203(a)(3) of the Trade Act (19 U.S.C. 2252(a)(3)) (a
“safeguard measure”),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washers and covered washer
parts:
(a) washers provided for in subheadings 8450.11.00 and 8450.20.00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b) all cabinets, or portions thereof, designed for use in washers, and all
assembled baskets designed for use in washers that incorporate, at a
minimum, a side wrapper, a base, and a drive hub, provided for in subheading
8450.90.60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c) all assembled tubs designed for use in washers that incorporate, at a
minimum, a tub and a seal, provided for in subheading 8450.90.20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d) any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parts or subassemblies, provided for in
subheadings 8450.90.20 or 8450.90.60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6. Pursuant to section 312(a) of the NAFTA Implementation Act (19 U.S.C. 3372(a)),
I have determined after considering the ITC Report that (a) imports from Canada
of washers and covered washer parts, considered individually, do no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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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and do not contribute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found by the ITC; and (b) imports from
Mexico of washers and covered washer parts, considered individually,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and have contributed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found by the ITC. Accordingly, pursuant
to section 312(b) of the NAFTA Implementation Act (19 U.S.C. 3372(b)), I have
excluded washers and covered washer parts that are the product of Canada
from the actions I am taking under section 203 of the Trade Act.
7. Pursuant to section 203 of the Trade Act, the action I have determined to take
shall be a safeguard measure in the form of:
제2장

(a) a tariff-rate quota on imports of washer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5 of this proclamation, imposed for a period of 3 years plus 1
day, with unchanging within-quota quantities, annual reductions in the rates
of duties entered within those quantities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and
annual reductions in the rates of duty applicable to goods entered in excess
of those quantities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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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tariff-rate quota on imports of covered washer parts described in
subparagraphs (b), (c), and (d) of paragraph 5 of this proclamation, imposed
for a period of 3 years plus 1 day, with increasing within-quota quantities and
annual reductions in the rates of duty applicable to goods entered in excess
of those quantities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8. This safeguard measure shall apply to imports from all countries, except for
products of Canada and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9 of this proclamation.
9. This safeguard measure shall not apply to imports of any product described in
paragraph 5 of this proclamation of a developing country that is a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s listed in subdivision (b)(2) of Note 17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as long as such a country’s share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based on imports during a recent representative period, does not
exceed 3 percent, provided that imports that are the product of all such countries
with less than 3 percent import share collectively account for not more than 9
percent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If I determine that a surge in imports of
a product described in paragraph 5 of this proclamation of a develop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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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a WTO Member results in imports of that product from that developing
country exceeding either of the thresholds described in this paragraph, the
safeguard measure shall be modified to apply to such product from such
country.
10. The in-quota quantity in each year under the tariff‑rate quotas described in
paragraph 7 of this proclamation shall be allocated among all countries except
those countries the products of which are excluded from such tariff-rate quota
pursuant to paragraphs 8 and 9 of this proclamation.
11. Pursuant to section 203(a)(1)(A) of the Trade Act (19 U.S.C. 2253(a)(1)(A)),
I have determined that this safeguard measure will facilitate efforts by the
domestic industry to make a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 and
provide greater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han costs. If I determine that
further action is appropriate and feasible to facilitate efforts by the domestic
industry to make a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 and to provide
greater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han costs, or if I determine that the
conditions under section 204(b)(1) of the Trade Act (19 U.S.C. 2254(b)(1))
are met, I shall reduce, modify, or terminate the action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accordingly. In addition, if I determine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proclamation, as a result of consult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TO Members pursuant to Article 12.3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modify, or terminate the safeguard
measure, I shall proclaim the corresponding reduction,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within 40 days.
12. If I determine that a surge in imports of covered washer parts described in
subparagraphs (b), (c), and (d) of paragraph 5 of this proclamation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guard measure, the safeguard measure shall be
modified by imposing a quantitative restriction in lieu of the tariff-rate quota.
13.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19 U.S.C. 2483), authorizes the President to
embody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 the
substanc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at Act, and of other acts affecting
import treatment, and actions thereunder, including the removal, modification,
continuance, or imposition of any rate of duty or other import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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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ting under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tions 203 and 604 of the Trade Act,
section 312 of the NAFTA Implementation Act (19 U.S.C. 3372), an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do proclaim that:

제2장

(1) In order to establish increases in duty and a tariff‑rate quota on imports of
the washers and covered washer parts described in paragraph 5 of this
proclamation (other than excluded products), subchapter III of chapter 99
of the HTS is modified as provided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Any
merchandise subject to the safeguard measure that is admitted into U.S. foreign
trade zones on or after 12:01 a.m. eastern standard time, on February 7, 2018,
must be admitted as “privileged foreign status” as defined in 19 CFR 146.41, and
will be subject upon entry for consumption to any quantitative restrictions or
tariff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under the applicable HTS sub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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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orts of washers and covered washer parts that are the product of Canada
shall be excluded from the safeguard measure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and such imports shall not be counted toward the tariff-rate quota limits that
trigger the over-quota rates of duty.
(3) Except as provided in clause (4) below, imports of washers and covered washer
parts that are the product of WTO Member developing countries, as listed
in subdivision (b)(2) of Note 17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safeguard measure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and
such imports shall not be counted toward the tariff-rate quota limits that trigger
the over-quota rates of duties.
(4) If, after the safeguard measure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takes effect,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determines that:
(a) the share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of a country listed in subdivision (b
(2) of Note 17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exceeds 3 percent,
(b) imports of the product from all listed countries with less than 3 percent
import share collectively account for more than 9 percent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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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country listed in subdivision (b)(2) of Note 17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is no longer a developing country for purposes of this
proclamation;
the USTR is authorized, upon publication of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to
revise subdivision (b)(2) of Note 17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to remove
the relevant country from the list or suspend operation of that subdivision, as
appropriate.
(5) If, after the safeguard measure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takes effect,
the USTR determines that the out-of-quota quantity in units of covered washer
parts entered under the tariff lines in chapter 99 enumerated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has increased by an unjustifiable amount and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guard measure, the USTR is authorized, upon
publishing a notice of such determin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to modify
the HTS provisions created by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so as to modify
the tariff-rate quota on covered washer parts with a quantitative restriction on
covered washer parts at a level that the USTR considers appropriate.
(6) Any provision of previous proclamations and Executive Orders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actions taken in this proclamation is superseded to the
extent of such inconsistency.
(7) The modifications to the HTS made in this proclamation, including the Annex
hereto, shall be effective with respect to goods entered,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12:01 a.m. eastern standard time on
February 7, 2018, and shall continue in effect as provided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unless such actions are earlier expressly reduced, modified,
or terminated. One year from the termin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the U.S. note and tariff provisions established
in the Annex to this proclamation shall be deleted from the HTS.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wenty-third day of
January,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eighteen,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forty-second.
DONALD J. TRUMP

94

2018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5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
- 미국의 AFA 적용 대표 사례와 미국통상법원(CIT) 판정

품목
HS코드
제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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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antidumping.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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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
8504.23.0040, 8504.23.0080, 8504.90.9545
2011. 7. 14.
2011. 7. 14. ITC 조사 개시
2011. 8. 3.
DOC 조사 개시
2011. 8. 29. ITC 예비판정 (산업피해 긍정)
2012. 2. 9.
DOC 예비판정 (21.79∼38.07%)
2012. 7. 2.
DOC 최종판정 (14.95∼22.00%)
2012. 8. 26. ITC 최종판정 (산업피해 긍정)
2012. 8. 31. 반덤핑 관세 확정 부과
2014. 9. 18. DOC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6.56∼22%)
2015. 3. 23. DOC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6.43∼29.93%)
2015. 4. 10. ABB(제소자), CIT 제소(1차 연례재심 관련)
2015. 4. 28. DOC 1차 연례재심 수정판정 (9.09∼22%)
2015. 6. 15. DOC 1차 연례재심 수정판정 (8.23∼22%)
2015. 8. 31. DOC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3.96∼22%)
2016. 3. 8.
DOC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4.07∼22%)
2016. 3. 31. ABB(제소자), CIT 제소(2차 연례재심 관련)
2016. 4. 29. DOC 2차 연례재심 수정판정 (4.07∼22%)
주요일지
2016. 8. 26. DOC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1.76∼3.09%)
2016. 10. 7. ABB(제소자)의 CIT 제소(1차 연례재심 관련)에 대한 CIT 판정 발표
2017. 2. 2.
DOC 1차 연례재심 재산정 (9.09%/13.82%)
2017. 3. 6.
DOC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2.99∼60.81%)
2017. 3.
한국 기업의 CIT 제소(3차 연례재심 AFA 적용)
2017. 7. 3.
일몰재심 조사 개시
2017. 8. 31. DOC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22∼60.81%)
2017. 10. 10. ABB(제소자)의 CIT 제소(2차 연례재심 관련)에 대한 CIT 판정 발표
2017. 10. 31. 일몰재심 최종 판정
2018. 2. 7.
DOC 2차 연례재심 재산정 (8.74%/25.51%)
한국 정부, WTO 분쟁해결절차(DSB)에 회부(철강과 변압기에
2018. 2. 14.
대한 미국의 AFA 적용)
2018. 3. 9.
DOC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22∼60.81%)
2018. 5. 28.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2018. 8. 14. 한국 기업의 CIT 제소(3차 연례재심 AFA 적용)에 대한 CIT 판정 발표
2018. 8. 31. DOC 5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0∼60.81%)

(1) 조사배경 및 조치
2007년부터 미국에 대한 한국의 변압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서 2011년 미국의 글로벌 변압기 제조기업인 ABB가 Delta Star, Pennsylvania
Transformer Technologies와 함께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제소
직전인 2010년에 미국에 대한 한국의 변압기 수출금액은 4.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對미국 변압기 수출금액 및 비중 추이
대미국 수출금액 (좌)

대미국 수출비중 (우)
(단위 : 백만달러)

(단위 : 비중%)

450

80

75.6
405.9

400

70

350
300

60
503

232

50
225.7

250
35.7

200

174.8

174.8

30

150

21.6

20

100
50

40

39.2

1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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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17

주: HS 8504.23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제소 기업들은 의견서와 공청회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한국 기업들의 저가 입찰
로 심한 가격 경쟁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ABB의 관계자는 2012년 7월 10
일에 개최된 ITC 공청회에서 덤핑으로 수입된 한국산 변압기 때문에 미국 내 가
격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ABB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
던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한국산 변압
기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변압기보다는 다른 수입산 변압기와 경쟁관계에 있
다고 답변했다. 변압기는 구매 후 30년 이상을 사용한다는 특성상 구매자가 입

96

2018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찰 과정에서 변압기의 초기 가격(initial prices of transformers) 이외에 에너지
손실 방지에 따른 비용 감소, 고객 서비스, 정확한 인도 등 비가격 요소인 품질
을 고려한 평가 비용(evaluated costs)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ABB의 반덤핑 제소는 ABB가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변압기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발언도 덧붙였다.32)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상무부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14.95%∼29.04%라는 고율의 덤핑마진이 판정되었으며,
8월에는 ITC의 산업피해 최종 긍정판정이 내려졌다.
제2장

2012년 8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연례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율을 내리는데 집중했다. 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2015년 1차 연례재심 최종판
정에서 원심에 비해 반덤핑 관세율이 상당히 낮춰지고 2016년 2차 연례재심 최종판
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2016년 9월 3차 연례재심 예비
판정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어 상무부가 판정한 예비 덤핑 마진율이 1.76∼
3.09%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3월에 발표
된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상무부가 대응 기
업 중 한 기업에 대해‘이용가능한 불리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조항
을 적용하여 60.81%라는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이다.33) 같은 해에 진행된 4
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모든 기업들에게 AFA를 적용하여 60.81%의 덤핑 마진
율을 산정했고 2018년 3월 최종판정에서 모든 기업들에 대해 예비판정의 마진율 그

3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공청회 녹취록(2012. 7. 10)
33)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Large Power
Transform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014-2015,”Unpublished Decision Memorandum(March 13,
2017),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korea-south/2017-0482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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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례재심

대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34)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하는 변압기 품목의 특성
상 2017년 예비판정이 내려진 이후 60%가 넘는 관세율 부과가 지속될 경우 한국 기
업들은 입찰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덤핑 마진율이 갑자기 상승한
배경은 2011년 반덤핑이 제소된 해부터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16년에 걸쳐 한국 변압기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자 미국 내 경쟁업체의
견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가 본격화되면서 상무부도 AFA 조항을 근거로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한편, 한국 기업은 2017년 3월 3차 연례재심에서 상무부가 AFA를 적용한 것이 부당
하다고 판단하고 동 건에 대해 미국 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CIT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상무부의 3차 연례재심 판정
에서 AFA를 적용한 근거는 4차 연례재심까지 이어졌다. 특히 의무 답변 대상 중 한
기업에 대해서 3차 재심과 동일하게 부속품(accessories) 관련된 이슈가 지적되었고,
또 다시 4차 연례재심의 AFA 적용 근거가 되었다. 3차 연례재심 결과에 대한 CIT의
판결은 2018년 8월 14일에 공개되었다. CIT는 상무부가 AFA를 적용한 네 가지 근거
중 두 가지는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실질적인 증
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정이 내려진 직후 8월 31일에 상무부의 5
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CIT에 소를 제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4차 연례재심까지 등장했던 이슈와는 다른 새로운 이유로 AFA를 적용하여 60.81%
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다른 기업들은 제로 마진이 결정되었다. 상무부가 3차와 4
차 연례재심에서 우리 기업이 판매가격(sales prices)과 관련된 자료 제출에서 비협
조적이었다는 것을 AFA 적용 근거로 삼았다면, 5차에서는 변압기 생산 비용(cost of
34)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Results of the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on Large Power
Transform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015-2016,”Unpublished Decision Memorandum(March 9,
2018),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korea-south/2018-0537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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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ing) 관련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35) 이는 상무부가 4차
까지 사용한 AFA 적용의 근거가 CIT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후 5차에
서도 지속적으로 AFA를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한 것으로 해석된다.

(3) CIT 판결 주요 내용36)
상무부가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AFA 조항을 적용한
근거는 네 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기업이 상무부의 요청에도 불구하
고 총 단위 가격(gross unit price)에서 별도로 서비스 관련 수입(service-related
revenues)을 보고하지 않았다. 둘째, 특정 국내시장 판매(home-market sales)

한 서류를 조직적이고 선택적(systematically selective)으로 제공했다.

CIT는 상무부가 제시한 AFA 조항 적용의 네 가지 이유가 실질적인 증거
(substantial evidence)에 근거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한
국 기업은 서비스 가격은 변압기 가격에서 별도로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항변하였
다. 그러나 CIT는 한국 기업이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는 않
았지만 해당 기업과 고객사간에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변압기 가격에서 분리하
여 별도로 할당하고 인보이스상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금액을 적시하였기 때문
에 상무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부품(part) 이슈와 관련하여 상무부
는 한국 기업이 국내시장 총단위 가격에서 특정 부품을 제외시켜 정상가격이 축
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기업은 부품을 포함하여 변압기의 국내
35)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Large Power Transform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2016-2017,”Unpublished Decision Memorandum(August 28, 2018), https://enforcement.trade.
gov/frn/summary/korea-south/2018-19210-1.pdf.
36) CIT,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v. United States, Slip Op. 18-101(August 14, 2018), https://
www.cit.uscourts.gov/sites/cit/files/18-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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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해당“부품(part)”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부속품(accessories)

시장가격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CIT는
한국 기업이 적절하게 보고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지 못 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따라서 상무부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컸던 세 번째 이슈는 상무부가 예비 부품(spare parts)과 부
속품(accessories)의 가격과 비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대응 기업
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기업은 모든 부속품
이 정의상 변압기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속품의 가격이 변압기 자체의 가격
과 비용에 반영되어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부속품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한
국 기업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상무부의 주장과는 달리 상무부에 대
해 부속품에 대한 정의와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CIT는 상
무부가 부속품의 정의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 기업이 정
의상 부속품을 조사대상 상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
단했다. CIT는 상무부가 부속품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보다 대응 기업
이 상무부가 부속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흠잡으려
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부속품과 관련된 상무부의 판단
은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응 기업의 선별적
보고(selective reporting)와 자료의 불일치(discrepancies)에 대한 상무부의 판
단도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대응 기업이
3,300 페이지가 넘는 판매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불충분하고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CIT는 그러한 상무부
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구체적인 사례나 인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CIT는 상무부가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판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 AFA
를 적용한 네 가지 근거 중 두 가지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했다. 따라서 CIT는 상무부가 동 건과 관련하여 AFA 조항을 적용한 결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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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려하거나(reconsider) 추가로 설명하도록(further explain) 반송(remand)하
였다. 이러한 CIT의 판정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소를 제기한 기업에게 상무
부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보충할 기회를 제공하고 덤핑 마진을 재산정
(recalculate)하도록 판정한 다른 케이스37)와 달리 상무부에게 재고려와 추가 설
명만 명령했기 때문에 반덤핑 마진이 다시 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CIT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2월 14일 한국 정부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

양자 또는 다자채널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나 문제가 시정되지 않아 WTO
제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기업이 직접 제소하는 CIT의 판정과는 별도로 정부 차
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양자간 협의이며, 이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 할 경우 WTO 제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2월 14일
에 한국 정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consultations)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달하고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양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자 4월 16
일에는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나 4월 27일에 분쟁해결기구가 패널
설치를 연기한 후 5월 28일에야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미국 분쟁
당사국 이외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이집트, EU,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멕시
코, 노르웨이, 러시아가 제3자 당사국(third parties)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37) 상무부가 부식방지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CORE)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에게 AFA 조
항을 적용한 사안에 대해 CIT가 일부 이슈에 대해 상무부의 기록을 실질적인 증거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불충
분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CIT는 동 건을 상무부에 반송하면서 소를 제기한 기업에게 불충분한 데이
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반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하였다(2018.1.10일). 이에 상무
부는 5월 11일에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AFA 조항을 적용한 반덤핑 마진을 재산정하여 기존의 47.8%에서
7.89%로 변경 발표하였다.
3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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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6년부터 한국 기업에 대해 AFA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미국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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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38) 한국 정부

(5) 시사점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케이스는 한국 기업들에게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반덤핑 조치가 단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
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국산을 상대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에서뿐 아니라 현지 법인의 형태로 진출해 있
는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산 제품을 겨냥하여 반덤핑 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 여러 반덤핑 케이스 연례재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존 상무부의 조사 관행이나 판단 논리가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
고 대응할 경우 예상치 못 하게 AFA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변압기 케이
스의 경우 논쟁의 핵심이었던 부속품(accessory) 정의와 관련하여 상무부는 3
차 연례재심 최종판정부터 그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셋째, 상
무부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CIT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
기 위해서는 반덤핑 조사 대응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러한 내용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결국 AFA와 같은
조항의 적용은 기업이 상무부의 조사에‘비협조적’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
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CIT 심사 과정에서 상무부가 상당히 재량적이고 주관
적으로 판단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CIT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케이스다. 향후 연례재심에서
상무부가 새로운 논리를 근거로 AFA를 적용할 경우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결과가 앞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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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1974년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
- 미국의 對중국 견제와 후속 조치
품목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HS코드

8541.40.60, 8501.31.80, 8501.61.00, 8507.20.80, 8501.31.80

제소일

2017. 4. 27.

주요일지

피해판정 공청회

2017. 9. 22.

ITC 산업피해 긍정판정

2017. 10. 3.

구제조치 공청회

2017. 10. 31.

ITC 구제조치 권고안 발표

2017. 11. 13.

ITC, 미국 대통령에 구제조치 보고서 제출

2018. 1. 22.

미국 대통령, 조치 결정

2018. 1. 24.

한국 정부, 양자협의 요청

2018. 2. 7.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2018. 4. 6.

한국 정부, WTO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통보

2018. 5. 14.

한국 정부, WTO 분쟁해결절차(DSB)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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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조사 개시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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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7.

자료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antidumping.kita.net)

(1) 배경
미국은 1974년 통상법 201조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수입 경쟁
에 대한 긍정적인 조정을 촉진하는 조치(Action to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하
는 역할을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
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이 피해를 받는다면 수입국이 대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입국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39). 많은 국가는
특정 물품의 수입 물량 급증이 국내 산업 피해를 야기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39) WTO,“US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resh, Chilled or Frozen Lamb Meat from New Zealand
and Australia,”Report of the Panel, WT/DS177/R, WT/DS178/R(December 21, 2000), para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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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하지
만 미국이 진행한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는 목적과 효과에 충실한 정당한 조치
일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남는다.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미
국 대내외 정치적 상황에 의해 무리하게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의견도 있
다. 미국 통상법 202조(a)(1)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제소는‘특정 산업을 대표하
는 기업(entity)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제소를 한 업체는 미 연방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수니바’라는 중소기업이었다.

(2) 세이프가드 제소
2017년 4월 27일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수니바는 태양전지와 모듈의 수입 증가
로 미국의 태양광 관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무역위원
회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청원했다. 제소장을 받은 국제무역위원회는 5월 1일에
제소자인 수니바에게 보충질의서를 보냈으며, 수니바가 미국 세이프가드 제소
를 할 수 있을 만큼 태양광 산업 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도 포함
되었다. 세이프가드 제소를 하는 기업은 그 산업의 대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내 다른 태양광 업체들이 세이프가드 제소에 동의하고 있는지가 중요 고려
사항이다. 당시에 미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패널가격 상승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고, 88,000명의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니바의 제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었다.
5월 12일 수니바는 국제무역위원회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수니바는 산업계 대표성과 관련해 미국내 다른 태양광 셀 모듈 생산자들도 제소
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고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도 반대 표시를 하였지만 국제무역위원회는 5월 17일 세이프가
드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판정과 구제조치 표결을 위한 공청회를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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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0월 3일에 각각 진행하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정부 측 인사뿐 만 아니라 찬성 입장인 수니바(Suniva), 솔라월드 아메리카
(SolarWorld Americas), 반대 입장인 한국의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
에너지 등의 업체가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찬성 측 입장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
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반대하
는 입장은 수입규제조치로 태양광 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미국의 공공이익을 저
해하고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무역위원회는 11월 13일 무역대표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제조치

직접경쟁상품을 정의하며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위협
에 대한 증거로 대상 물품의 수입량 증가와 미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감소
등을 적시하였다.

태양광 셀 모듈 : 미국 수입물량 및 평균 단가 (20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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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ITC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문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VOLUME II: INFORMATION
OBTAINED IN THE INVESTIGATION, USITC , Publication 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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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보고서에는 대상 물품의 국내 동종상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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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 및 권고 조치

Figure IV-1
U.S. market shares,
2012-16
태양광 셀CSPV
모듈products:
: 미국 시장점유율
(2012-2016)
U.S. imports

Quantity
(KW)

U.S. Producers

2012

2013

2014

2015

2016

Calaendar year
자료: USITC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문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VOLUME II: INFORMATION
OBTAINED IN THE INVESTIGATION, USITC , Publication 4739)

국제무역위원회 권고안에는 수입제품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세이프가드 조치안이 담겨 있었다. 세 가지 안은 모두 4년간 진행되며, 1안
과 2안은 셀과 모듈을 각각 TRQ, 관세 부과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3안은
전 세계 수입 물량의 쿼터 및 수입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ITC 구제조치 권고 주요 내용
●

1안 : (셀)TRQ / (모듈)관세 (Rhonda K. Schmidtlein 위원장)

●

2안 : (셀) TRQ / (모듈)관세 (David S. Johanson 부위원장, Irving A. Williamson 위원)

●

3안 : (셀·모듈) 쿼터+수입허가권 (Meredith M. Broadbent 위원)

* 피소기업 요청품목 중 제소자측이 반대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제외

1안

쿼터

쿼터內 쿼터外
관세
관세

모듈

셀·모듈
수입
허가권

관세

쿼터

쿼터內 쿼터外
관세
관세 관세
30%

30% 8.9GW

25%
20%

25% 10.3GW 1cent/W
20% 11.7GW (입찰최소가)

15%

15% 13.1GW

30%

35%

1GW

2년 0.6GW 9.5%

29%

34%

1.2GW

3년 0.7GW

28%

33%

1.4GW

27%

32%

1.6GW

9%

3안

셀(TRQ)

1년 0.5GW 10%

4년 0.8GW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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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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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쿼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2018년 1월 22일에 세이프
가드 최종 조치를 발표하였다.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전지에 대해서는 무관세
가 적용되는 쿼터량을 2.5GW로 설정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4년간
30%→25%→20%→1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모듈은 쿼터 제한 없이 관세만
30%→25%→20%→15% 적용하였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2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1년차

4년차

0%
30%
30%

25%
25%

20%
20%

15%
15%

(4) 시사점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
치를 취한 이후 중국산 수입 감소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대체했다가 수입규제로 이어
진 대표적인 케이스다. 미국은 2012년, 2015년에 중국산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2016년부터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중국산을 대체하여 한국, 베트남,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마침 미국의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자 수니바라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 세
이프가드 조사를 청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 내 중국산 수요를 대체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결국 한국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기업으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수순
을 밟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중국 경쟁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을 잘 살펴야하는 이유이다.

미국의 對중국
수입규제 조치

해당 품목
對중국 수입 감소

한국 기업의
수요 대체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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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2년차
3년차
2.5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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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V 셀

쿼터량(연간)
쿼터내 관세율
(In-Quota Tariff Rate)
쿼터외 관세율
관세율

미국의 국가별 태양광 셀·모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9월

전체

5,367

3,887
(-27.6%)

4,430
(14.0%)

6,242
(40.9%)

8,691
(39.2%)

5,603
(-35.5%)

2,602
(-18.0%)

말레이
시아

1,520

1,215
(-20.1%)

867
(-28.6%)

1,271
(46.6%)

2,457
(93.3%)

1,565
(-36.3%)

738
(-31.5%)

141

59
(-58.2%)

141
(139.0%)

394
(179.4%)

1,302
(230.5%)

1,084
(-16.7%)

443
(-35.6%)

1

1
(0.0%)

8
174
(700.0%) (2,075.5%)

519
(198.3%)

771
(48.7%)

267
(-25.7%)

중국

1,714

1,187
(-30.7%)

1,671
(40.8%)

1,519
(-11.4%)

563
(-63.0%)

42
(-67.8%)

태국

6

3
(-50.0%)

4
44
524
(33.3%) (1,000.0%) (1090.9%)

435
(-17.5%)

147
(-46.5%)

488

447
(-8.4%)

516
(15.4%)

275
(-67.5%)

247
(110.0%)

한국
베트남

멕시코

1,714
(2.6%)

914
(77.1%)

857
(-6.2%)

주: HS 8541.4060 기준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한편,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국 내 산업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
을 항상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세이프가드라는 보호장치에 의해 살아남은 기
업이 세이프가드 기간 동안 겨우 연명하다 조치 종료 후 도태되는 경우도 존재
한다. 이번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국 내 산
업 보호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태양광협회는 세이프
가드 발동 이후 오히려 미국내 태양광 산업 설비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태양광기업인 사이프러스 크리크 리뉴어블즈(Cypress Creek
Renewables LLC)와 사우더 커런트(Souther Current)가 관세 부과 조치로 채산
성이 악화되어 각 15억 달러와 10억 달러의 투자를 보류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
하기도 했다40).

40) 박관희,「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자국 기업이 역풍 맞아」.『인더스트리뉴스』, http://www.industrynews.
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5(2018.6.21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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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S)
Presidential Proclamation to Facilitate Positive Adjustment to Competition
from Imports of Certai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Issued on: January 23, 2018

제2장

1. On November 13, 2017,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transmitted to the President a report (the “ITC Report”) on its investigation under
section 202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the “Trade Act”) (19 U.S.C.
2252), with respect to imports of certain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SPV)
cells, whether or not partially or fully assembled into other produ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odules, laminates, panels, and building-integrated materials)
(“CSPV products”). These products exclude certain products described in
the ITC Notice of Institution, 82 Fed. Reg. 25331 (June 1, 2017), and listed in
subdivision (c)(ii) of Note 18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2. The ITC reached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under section 202(b) of the Trade
Act (19 U.S.C. 2252(b)) that CSPV products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s to b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article.
3. Pursuant to section 311(a)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the “NAFTA Implementation Act”) (19 U.S.C. 3371(a)), the
ITC made findings as to whether imports from Mexico and Canada, considered
individually,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and contribute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caused by imports. The ITC
made affirmative findings of contribution to injury with respect to imports of
CSPV products from Mexico but made negative findings with respect to imports
of CSPV products from Canada.
4. On November 27, 2017,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requested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ITC under section 203(a)(5) of the
Trade Act (19 U.S.C. 2253(a)(5)). On December 27, 2017, the ITC provided a
response that identified unforeseen developments that led to the importation
of CSPV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s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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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the “supplemental report”).
5. The ITC commissioners transmitted to the President their individual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the actions that each of them considered
would address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be most effective in facilitating the efforts of the industry to make
a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 The ITC did not recommend an
ac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02(e) of the Trade Act (19 U.S.C. 2252(e)).
6. Pursuant to section 203 of the Trade Act (19 U.S.C. 2253), and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considerations specified in section 203(a)(2) of the Trade
Act (19 U.S.C. 2253(a)(2)), the ITC Report, and the supplemental report, I have
determined to implement action of a type described in section 203(a)(3) of the
Trade Act (19 U.S.C. 2252(a)(3)) (a “safeguard measure”), with regard to the
following CSPV products:
(a) solar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provided for in subheading 8541.40.60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b) parts or subassemblies of solar cells provided for in subheadings 8501.31.80,
8501.61.00, and 8507.20.80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c) inverters or batteries with CSPV cells attached provided for in subheadings
8501.61.00 and 8507.20.80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and
(d) DC generators with CSPV cells attached provided for in subheading
8501.31.80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7. Pursuant to section 312(a) of the NAFTA Implementation Act (19 U.S.C. 3372(a)),
I have determined after considering the ITC Report that imports of CSPV
products from each of Mexico and Canada, considered individually,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 and contribute importantly to the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found by the ITC.
8. Pursuant to section 203 of the Trade Act, the action I have determined to take
shall be a safeguard measure in the f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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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tariff-rate quota on imports of solar cells not partially or fully assembled into
other products as described in paragraph 6 of this proclamation, imposed
for a period of 4 years, with unchanging within-quota quantities and annual
reductions in the rates of duty applicable to goods entered in excess of those
quantities in the second, third, and fourth years, as provided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and
(b) an increase in duties on imports of modules, imposed for a period of 4 years,
with annual reductions in the rates of duty in the second, third, and fourth
years, as provided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I have determined to exclude from this action the products listed in subdivision (c)(ii)
and (c)(iii) of Note 18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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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is safeguard measure shall apply to imports from all countries,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10 of this proclamation.
10. This safeguard measure shall not apply to imports of any product described
in paragraph 6 of this proclamation of a developing country that is a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s listed in subdivision (b) of Note
18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as long as such a country’s share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based on imports during a recent representative period,
does not exceed 3 percent, provided that imports that are the product of all
such countries with less than 3 percent import share collectively account for
not more than 9 percent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If I determine that a
surge in imports of a product described in paragraph 6 of this proclamation of
a developing country that is a WTO Member results in imports of that product
from that developing country exceeding either of the thresholds described
in this paragraph, the safeguard measure shall be modified to apply to such
product from such country.
11. The in-quota quantity in each year under the tariff‑rate quota described in
paragraph 8 of this proclamation shall be allocated among all countries except
those countries the products of which are excluded from such tariff-rate quota
pursuant to paragraph 10 of this proclamation.
12. Pursuant to section 203(a)(1)(A) of the Trade Act (19 U.S.C. 2253(a)(1)(A)),
I have determined that this safeguard measure will facilitate efforts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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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industry to make a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 and
provide greater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han costs. If I determine that
further action is appropriate and feasible to facilitate efforts by the domestic
industry to make a positive adjustment to import competition and to provide
greater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than costs, or if I determine that the
conditions under section 204(b)(1) of the Trade Act (19 U.S.C. 2254(b)(1))
are met, I shall reduce, modify, or terminate the action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accordingly. In addition, if I determine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proclamation, as a result of consult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TO Members pursuant to Article 12.3 of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modify, or terminate the safeguard
measure, I shall proclaim the corresponding reduction,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within 40 days.
13. Section 502 of the Trade Act (19 U.S.C. 2462) authorizes the President to
designate countries as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14. Proclamation 9687 of December 22, 2017, ended the suspension of Argentina’s
designation as a GSP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 That proclamation
made corresponding modifications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 Those modifications included technical errors, and I have
determined that modifications to the HTS are necessary to correct them.
15.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19 U.S.C. 2483), authorizes the President to
embody in the HTS the substanc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at Act, and
of other acts affecting import treatment, and actions thereunder, including the
removal, modification, continuance, or imposition of any rate of duty or other
import restriction.
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ting under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tions 203, 502, and 604 of the Trade
Act, an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do proclaim that:
(1) In order to establish increases in duty and a tariff‑rate quota on imports of
the CSPV products described in paragraph 6 of this proclamation (o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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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ed products), subchapter III of chapter 99 of the HTS is modified as
provided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Any merchandise subject to the
safeguard measure that is admitted into U.S. foreign trade zones on or after
12:01 a.m. eastern standard time on February 7, 2018, must be admitted as
“privileged foreign status” as defined in 19 CFR 146.41, and will be subject upon
entry for consumption to any quantitative restrictions or tariff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under the applicable HTS sub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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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cept as provided in clause (3) below, imports of CSPV products of WTO
Member developing countries, as listed in subdivision (b) of Note 18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safeguard measure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Imports of solar cells of those countries that
are not partially or fully assembled into other products shall not be counted
toward the tariff-rate quota limits that trigger the over-quota rates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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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 after the safeguard measure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takes effect,
the USTR determines that:
(a) the share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of a country listed in subdivision (b)
of Note 18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exceeds 3 percent,
(b) imports of the product from all listed countries with less than 3 percent
import share collectively account for more than 9 percent of total imports
of the product, or
(c) a country listed in subdivision (b) of Note 18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is no longer a developing country for purposes of this proclamation;
the USTR is authorized, upon publication of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to revise
subdivision (b) of Note 18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to remove the relevant
country from the list or suspend operation of that subdivision, as appropriate.
(4) Within 30 days after the date of this proclamation, the USTR shall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procedures for requests for exclusion of a particular product
from the safeguard measure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If the USTR
determines,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ies of Commerce and Energy,
that a particular product should be excluded, the USTR is authorized,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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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ing a notice of such determin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to modify
the HTS provisions created by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to exclude such
particular product from the safeguard measure described in paragraph 8 of this
proclamation.
(5) In order to make technical corrections necessary to reflect the end of the
suspension of Argentina’s designation as a GSP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
the HTS is modified as set forth in Annex II to this proclamation.
(6) Any provision of previous proclamations and Executive Orders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actions taken in this proclamation is superseded to the
extent of such inconsistency.
(7) Except as provided for in clause (8) of this proclamation, the modifications to
the HTS made by this proclamation, including Annex I, shall be effective with
respect to goods entered,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12:01 a.m. eastern standard time on February 7, 2018, and shall continue
in effect as provided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unless such actions are
earlier expressly reduced, modified, or terminated. Any modifications to the
HTS made pursuant to clause (3) or (4) of this proclamation shall take effect
as indicated in a Federal Register notic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ose
clauses. One year from the termin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established
in this proclamation, the U.S. note and tariff provisions established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shall be deleted from the HTS.
(8) The modifications to the HTS set forth in Annex II to this proclamation shall be
effective with respect to the articles entered,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the dates set forth in the relevant sections of Annex II.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twenty-third day of
January,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eighteen,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forty-second.
DONALD J.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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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동에 대한 반덤핑 조치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와 대응
품목

인동(Phosphor Copper)

HS코드

7405.00.1000

제소일

2016. 3. 9.

주요일지

ITC 조사 개시

2016. 3. 29.

DOC 조사 개시

2016. 4. 29.

ITC 예비판정 (산업피해 긍정)

2016. 10. 5.

DOC 예비판정 (3.79%)

2017. 2. 27.

DOC 최종판정 (8.43%)

2017. 3. 30.

ITC 최종판정 (산업피해 긍정)

2017. 4. 24.

반덤핑 관세 확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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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9.

(1) 조치 배경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영세한 중소 수출기업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 미국은 인
동을 수출하는 한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도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다. 인동이
란 5∼17%의 인(P)을 함유하는 구리의 마스터알로이(母합금)로 구리 용해시 주
로 사용되는 금속이다. 주로 용접봉의 원료로 쓰이며 이외에 기포방지(탈산제),
동파이프의 용접 등으로 쓰인다. 한국산 인동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반덤핑 제소 대상 기업은 한국에서 인동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이다. 동 기업의 전체 생산량 중 약 2/3가 수출용이며, 이 중 약
3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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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antidumping.kita.net)

미국의 인동 수입 실적
(단위: 천달러)

수입국
한국
기타
계

구분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2013년
4,112
531
302
25
4,414
556

2014년
4,499
608
177
98
4,676
706

2015년
4,305
685
15
1
4,320
686

3년 평균
4,305
608
165
41
4,470
649

비중(%)
96.3%
93.6%
3.7%
6.4%
100%
100%

주: HS 7405 기준
자료: 미 제소업체 제출 자료 (ITC)

(2) 제소 및 판정
2016년 3월 9일, 미국 철강 제조업체 메탈러지컬 프로덕츠사(Metallurgical
Products Company)는 미국 상무부에 HS코드 기준 7405.00.1000 품목을 대상
으로 반덤핑 제소를 하였다. 미국의 제소업체 메탈러지컬사와 한국 피제소업체
는 이전에는 우호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업
계 대형고객이 한국기업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고, 이
후 덤핑 제소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상무부는 2016년 10월 6일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3.79%의 덤핑 마진을 부과
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예비판정보다 높은 8.43%의
덤핑 마진율을 최종 판정했다. 최종 판정시에 덤핑율이 상승한 이유 중 하나는
관세환급이 전액 부인당했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업체는 관세 환급 신청을 위해
통상 간이정액환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무부는 수출 개별거래의 추적이 불가
능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인 피제소 기업은 비용상의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미국의 덤핑 조사 대
응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 내 거래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대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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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결
심하게 되었다. 반덤핑의 덫에 걸려 중요한 미국 시장 자체를 포기할 위기에 처
했으나, 품질 경쟁력과 오랜 기간 쌓아 온 고객사와의 신뢰를 통해 어려움을 극
복하는 대응책을 찾게 된 것이다.

(3) 시사점
인동 케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들도 예외
없이 미국 반덤핑 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급과 관련하여 추적 가능한 개별환급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비용상의 부담 때문에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가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왔다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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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에 맞게 문서를 보관하고 추적 가능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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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체계적인 문서관리 구축도 필수적이다. 무역구제 조사는 외국의 정부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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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19 U.S.C. 1862)

1862 -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a)Prohibition on decrease or elimination of duties or other import restrictions if such
reduction or elimination would threaten to impair national security
No action shall be taken pursuant to section 1821(a) of this title or pursuant to section
1351 of this title to decrease or eliminate the duty or other import restrictions on any
article if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such reduction or elimination would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b)Investigations by Secretary of Commerce to determine effects on national security of
imports of articles; consultation with Secretary of Defense and other officials; hearings;
assessment of defense requirements; report to President; publication in Federal
Register; promulgation of regulations
(1)
(A)Upon request of the head of any department or agency, upon application of an
interested party, or upon his own motion, the Secretary of Commerce (hereafter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Secretary”) shall immediately initiate an appropriate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effects on the national security of imports of the
article which is the subject of such request, application, or motion.
(B)The Secretary shall immediately provide notice to the Secretary of Defense of any
investigation initiated under this section.
(2)
(A)In the course of any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this subsection, the Secretary
shall—
(i)consult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regarding the methodological and policy
questions raised in any investigation initiated under paragraph (1),
(ii)seek information and advice from, and consult with, appropriat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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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f it is appropriate and after reasonable notice, hold public hearings or otherwise
afford interested parties an opportunity to present information and advice
relevant to such investigation.
(B)Upon the request of the Secretary, the Secretary of Defense shall provide the
Secretary an assessment of the defense requirements of any article that is the
subject of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this section.
(3)
(A)By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27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a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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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published under subsection (e).

부록1

is initiated under paragraph (1) with respect to any article, the Secretary shall
submit to the President a report on the findings of such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the importation of such article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upon the national security and, based on such findings, the
recommendations of the Secretary for action or inaction under this section. If
the Secretary finds that such article is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the Secretary shall so advise the President in such report.
(B)Any portion of the report submitted by the Secretary under subparagraph (A)
which does not contain classified information or proprietary informa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4)The Secretary shall prescribe such procedural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c)Adjustment of imports; determination by President; report to Congress; additional
actions; publication in Federal Register
(1)
(A)Within 90 days after receiving a report submitted under subsection (b)(3)(A) in
which the Secretary finds that an article is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shall—
(i)determine whether the President concurs with the finding of the Secretary, and
(ii)if the President concurs, determine the nature and duration of the action that, in the
judgment of the President, must be taken to adjust the imports of the article and
its derivatives so that such imports will not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B) If the President determines under subparagraph (A) to take action to adjust imports
of an article and its derivatives, the President shall implement that action by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15 days after the day on which the President determines to
take action under subparagraph (A).
(2)By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resident makes
any determinations under paragraph (1), the President shall submit to the Congress
a written statement of the reasons why the President has decided to take action, or
refused to take action, under paragraph (1). Such state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3)
(A)If—
(i)the action taken by the President under paragraph (1) is the negotiation of an
agreement which limits or restricts the importation into, or the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of the article that threatens to impair national security, and
(ii)either—
(I)no such agreement is entered into before the date that is 18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resident makes the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1)(A)
to take such action, or
(II)such an agreement that has been entered into is not being carried out or is
ineffective in eliminating th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posed by imports
of such article,
the President shall take such other actions as the President deems necessary
to adjust the imports of such article so that such imports will not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shall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notice of any additional actions being taken under this section by
reason of this subparagraph.
(B)If—
(i)clauses (i) and (ii) of subparagraph (A) apply, and
(ii)the President determines not to take any additional actions under this
subsection,
the President shall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such determination and the
reasons 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d) [1] Domestic production for national defense; impact of foreign competition on economic
welfare of domestic industrie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and the President shall, in the light of
the requirements of national security and without excluding other relevant factors,
give consideration to domestic production needed for projected national defense
requirements, the capacity of domestic industries to meet such requirements, existing
and anticipated availabilities of the human resources, products, raw materials, and other
supplies and services essential to the national defense, the requirements of growth of
such industries and such supplies and services including the investment, exploration,
and development necessary to assure such growth, and the importation of goods in
terms of their quantities, availabilities, character, and use as those affect such industries
and the capacity of the United States to meet national security requirements.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and the President shall further recognize the
close relation of the economic welfare of the Nation to our national security, and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impact of foreign competition on the economic welfare of
individual domestic industries; and any substantial unemployment, decrease in revenues
[1] So in original. There are two subsecs. designated (d). Second subsec. (d) probably should be designate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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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All disapproval resolutions introduced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and all disapproval resolutions introduced in the Senate
shall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Finance.
(ii)No amendment to a disapproval resolution shall be in order in eithe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r the Senate, and no motion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this clause
shall be in order in either House nor shall it be in order in either House for the Presiding
Officer to entertain a request to suspend the application of this clause by unanimou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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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ction (c) of this section for purposes of adjusting imports of petroleum or
petroleum products and the second blank being filled with the appropriat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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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overnment, loss of skills or investment, or other serious effects resulting from the
displacement of any domestic products by excessive imports shall be considered,
without excluding other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such weakening of our internal
economy may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d) Report by Secretary of Commerce
(1)Upon the disposition of each request, application, or motion under subsection (b), the
Secretary shall submit to the Congress, and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a report on
such disposition.
(2)Omitted.
(f)Congressional disapproval of Presidential adjustment of imports of petroleum or
petroleum products; disapproval resolution
(1) An action taken by the President under subsection (c) to adjust imports of petroleum
or petroleum products shall cease to have force and effect upon the enactment of a
disapproval resolu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2), relating to that action.
(2)
(A)This paragraph is enacted by the Congress—
(i)as an exercise of the rulemaking pow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respectively, and as such is deemed a part of the rules of each House,
respectively, but applicable only with respect to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in that House in the case of disapproval resolutions and such procedures
supersede other rules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inconsistent therewith; and
(ii)with the full recogni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either House to change the
rules (so far as relating to the procedure of that House) at any time, in the same
manner, and to the same extent as any other rule of that House.
(B)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disapproval resolution” means only a
joint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Congress the matter after the resolving clause
of which is as follows: “That the Congress disapproves the action taken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with respect to petroleum imports
under ______ dated ______.”, the first blank space being filled with the number of the
proclamation, Executive order, or other Executive act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2 1974년 통상법 301~310조(19 U.S.C. 2411-2420)

2411 - Actions by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Mandatory action
(1)If the United States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under section 2414(a)(1) of this
title that—
(A)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any trade agreement are being denied; or
(B)an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i)violates, or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or otherwise denies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under, any trade agreement, or
(ii)is unjustifiable and burdens or restricts United Statescommerce;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take action authorized in subsection (c), subject to
the specific direction, if any, of the President regarding any such action, and shall
take all other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 within the power of the President
that the President may direct the Trade Representative to take under this
subsection, to enforce such rights or to obtain the elimination of such act, policy,
or practice. Actions may be taken that are within the power of the President with
respect to trade in any goods or services, or with respect to any other area of
pertinent relations with the foreign country.
(2)The Trade Representative is not required to take action under paragraph (1) in any case
in which—
(A)the Dispute Settlement Body (as defined in section 3531(5) of this title) has adopted
a report, or a ruling issued under the f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provided
under any other trade agreement finds, that—
(i)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a trade agreement are not being denied, or
(ii)the act, policy, or practice—
(I)is not a violation of, or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or
(II)does not deny, nullify, or impair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under any trade
agreement; or
(B)the Trade Representative finds that—
(i)the foreign country is taking satisfactory measures to grant 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a trade agreement,
(ii)the foreign country has—
(I)agreed to eliminate or phase out the act, policy, or practice, or
(II)agreed to an imminent solution to the burden or restriction on United
Statescommerce that is satisfactory to the Trade Representative,
(iii)it is impossible for the foreign country to achieve the results described in
clause (i) or (ii), as appropriate, but the foreign country agrees to provide to the
United States compensatory trade benefits that are satisfactory to the Trade
Representative,
(iv)in extraordinary cases, where the taking of action under this subsection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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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United States economy substantially out of
proportion to the benefits of such 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not
taking such action on the credibility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chapter, or
(v)the taking of action under this subsection would cause serious harm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3)Any action taken under paragraph (1) to eliminate an act, policy, or practice shall be
devised so as to affect goods or services of the foreign country in an amount that is
equivalent in value to the burden or restriction being imposed by that country on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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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ct, policy, or practic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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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commerce.
(b)Discretionary action 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under section 2414(a)(1) of
this title that—
(1)an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is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and
burdens or restricts United States commerce, and
(2)action by the United States is appropriate,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take all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 authorized under subsection (c), subject to the specific
direction, if any, of the President regarding any such action, and all other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 within the power of the President that the President may direct the
Trade Representative to take under this subsection, to obtain the elimination of that
act, policy, or practice. Actions may be taken that are within the power of the President
with respect to trade in any goods or services, or with respect to any other area of
pertinent relations with the foreign country.
(c)Scope of authority
(1)For purposes of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r (b) or section 2416(c)
of this title, the Trade Representative is authorized to—
(A)suspend, withdraw, or prevent the application of, benefits of trade agreement
concessions to carry out a trade agreement with the foreign country referred to in
such subsection;
(B)impose duties or other import restrictions on the goods of, and,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fees or restrictions on the services of, such foreign
country for such time as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appropriate;
(C)in a case in which the act, policy, or practice also fails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receiving duty-free treatment under subsections (b) and (c) of section 2462 of
this title, subsections (b) and (c) of section 2702 of this title, or subsections (c) and (d)
of section 3202 of this title, withdraw, limit, or suspend such treatment under such
provision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3) of this section; or
(D)enter into binding agreements with such foreign country that commit such foreign
country to—
(i)eliminate, or phase out, the act, policy, or practice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to be taken under subsection (a) or (b),
(ii)eliminate any burden or restriction on United Statescommerce resulting from

(iii)provide the United States with compensatory trade benefits that—
(I)are satisfactory to the Trade Representative, and
(II)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4).
(2)
(A)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governing any service sector access
authorization, and in addition to the authority conferred in paragraph (1), the Trade
Representative may, for purposes of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r
(b)—
(i)restrict, in the manner and to the extent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appropriat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y such authorization, or
(ii)deny the issuance of any such authorization.
(B)A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may only be taken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service sector access authorizations granted, or applications therefor
pending, on or after the date on which—
(i)a petition is filed under section 2412(a) of this title, or
(ii)a determinatio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s made by the Trade Representative
under section 2412(b) of this title.
(C)Before the Trade Representative takes any action under this section involving the
imposition of fees or other restrictions on the services of a foreign country,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if the services involved are subject to regulation by any
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 or of any State, consult, as appropriate, with the
head of the agency concerned.
(3)The actions the Trade Representative is authorized to take under subsection (a) or (b)
may be taken against any goods or economic sector—
(A)on a nondiscriminatory basis or solely against the foreign country described in such
subsection, and
(B)without regard to whether or not such goods or economic sector were involved in
the act, policy, or practice that is the subject of such action.
(4)Any trade agreement described in paragraph (1)(D)(iii) shall provide compensatory
trade benefits that benefit the economic sector which includes the domestic industry
that would benefit from the elimination of the act, policy, or practice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to be taken under subsection (a) or (b), or benefit the economic sector as
closely related as possible to such economic sector, unless—
(A)the provision of such trade benefits is not feasible, or
(B)trade benefits that benefit any other economic sector would be more satisfactory
than such trade benefits.
(5)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that actions to be taken under subsection (a) or
(b) are to be in the form of import restrictions,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A)give preference to the imposition of duties over the imposition of other import
restrictions, and
(B)if an import restriction other than a duty is imposed, consider substituting, o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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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al basis, an equivalent duty for such other import restriction.
(6) Any action taken by the Trade Representative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export
targeting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reflect the full benefit level of the export targeting
to the beneficiary ove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action taken has an effect.
(d)Definitions and special rules For purposes of this subchapter—
(1)The term “commerc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services (including transfers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whether or not such services are related to specific goo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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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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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reign direct investment by United States persons with implications for trade in
goods or services.
(2)An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that burdens or restricts United States
commerce may include the provision,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foreign country of
subsidies for the construction of vessels used in the commercial transportation by
water of goods between foreig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3)
(A)An act, policy, or practice is unreasonable if the act, policy, or practice, while not
necessarily in violation of, or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rights of the
United States, is otherwise unfair and inequitable.
(B)Act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re unreasonabl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ny act, policy, or practice, or any combination of acts, policies, or practices, which—
(i)denies fair and equitable—
(I)opportun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II)provision of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foreign country may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 obligations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erred to in section 3511(d)(15) of this title,
(III)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opportunities for United States persons
that rely up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r
(IV)market opportunities, including the toleration by a foreign government of
systematic anticompetitive activities by enterprises or among enterprises
in the foreign country that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on a basis that is
inconsistent with commercial considerations, access of United States goods
or services to a foreign market,
(ii)constitutes export targeting,
(iii)constitutes a persistent pattern of conduct that—
(I)denies workers the right of association,
(II)denies workers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III)permits any form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IV)fails to provide a minimum age for the employment of children, or
(V)fails to provide standards for minimum wages, hours of work, and

(iv) constitutes a persistent pattern of conduct by the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under which that government fails to effectively enforce commitments
under agreements to which the foreign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are
parties, including with respect to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trade in
agriculture, foreign investment, intellectual property, digit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cross-border data flows, regulatory practices, state-owned
and state-controlled enterprises, 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labor and the
environment, anticorruption, trade remedy laws, textiles, and commercial
partnerships.
(C)
(i)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a foreign country described in subparagraph
(B)(iii) shall not be treated as being unreasonable 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that—
(I)the foreign country has taken, or is taking, actions that demonstrate a significant
and tangible overall advancement in providing throughout the foreign country
(including any designated zone within the foreign country) the rights and other
standards described in the subclauses of subparagraph (B)(iii), or
(II)such acts, policies, and practic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foreign country.
(ii)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any determination
made under clause (i),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facts 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D)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ny act, policy, or practice is unreasonable,
reciprocal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for foreign nationals and firm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 the extent appropriate.
(E)The term “export targeting” means any government plan or scheme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coordinated actions (whether carried out severally or jointly) that
are bestowed on a specific enterprise, industry, or group thereof, the effect of which
is to assist the enterprise, industry, or group to become more competitive in the
export of a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F)
(i)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i)(II),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adequate and effective means under the
laws of the foreign country for persons who are not citizens or nationals of such
country to secure, exercise, and enforce rights and enjoy commercial benefits
relating to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mask works, trade
secrets, and plant breeder’s rights.
(ii)For purposes of subparagraph (B)(i)(IV), the denial of fair and equitable
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opportunities includes restrictions on market
access related to the use, exploitation, or enjoyment of commercial benefits
derived from exerci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protected works or

130

2018 한·미 통상 현안 사례 분석집

fixations or products embodying protected works.
(4)
(A)An act, policy, or practice is unjustifiable if the act, policy, or practice is in violation of,
or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rights of the United States.
(B)Act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re unjustifiabl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ny
act, policy, or practice described in subparagraph (A) which denies national or mostfavored-nation treatment or the right of establishment 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See References in Text not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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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 Initiation of investigations
(a)Petitions
(1)Any interested person may file a petition with the Trade Representative requesting
that action be take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and setting forth the allegations in
support of the request.
(2)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review the allegations in any petition filed under
paragraph (1) and, not later than 45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Trade
Representative received the petition, shall determine whether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3)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no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a peti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inform the petitioner of the reasons therefor
and shall publish notice of the determination, together with a summary of such
reasons, in the Federal Register.
(4)If the Trade Representative makes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under paragraph

부록1

(5)Act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re discriminatory include, when appropriate, any act,
policy, and practice which denies national or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o United
States goods, services, or investment.
(6)The term “service sector access authorization” means any license, permit, order, or
other authorization,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Federal law, that permits a foreign
supplier of services access to the United States market in a service sector concerned.
(7)The term “foreign country” includes any foreign instrumentality. Any possession or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dministered separately for customs purposes
shall be treated as a separate foreign country.
(8)The term “Trade Representative” means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9)The term “interested persons”, only for purposes of sections 2412(a)(4)(B), 2414(b)(1)
(A), 2416(c)(2),[1] and 2417(a)(2) of this titl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domestic
firms and workers, representatives of consumer interests, United States product
exporters, and any industrial user of any goods or services that may be affected by
actions taken under subsection (a) or (b).

(2) with respect to a peti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initiate an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ssues raised in the peti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publish a
summary of the petition in the Federal Register and shall, as soon as possible, provide
opportunity for the presentation of views concerning the issues, including a public
hearing—
(A)within the 30-day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affirmative determination (or
on a date after such period if agreed to by the petitioner) if a public hearing within
such period is requested in the petition, or
(B)at such other time if a timely request therefor is made by the petitioner or by any
interested person.
(b)Initiation of investigation by means other than petition
(1)
(A)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that an investigation should be initiated
under this subchapter with respect to any matter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matter is actionable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publish such determin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and shall initiate such
investigation.
(B)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before making any determination under
subparagraph (A), consult with appropriate committees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2155 of this title.
(2)
(A)By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a country is
identified under section 2242(a)(2) of this title,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initiate an investigation under this subchapter with respect to any act, policy, or
practice of that country that—
(i)was the basis for such identification, and
(ii)is not at that time the subject of any other investigation or action under this
subchapter.
(B)The Trade Representative is not required under subparagraph (A)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under this subchapter with respect to any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that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would be detrimental to United States economic interests.
(C)If the Trade Representative makes a determination under subparagraph (B) no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submit to the Congress a
written report setting forth, in detail—
(i)the reasons for the determination, and
(ii)the United States economic interests that would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investigation.
(D)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from time to time, consult with the Register of
Copyrights,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nd other appropriate offic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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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deral Government, during any investigation initiated under this subchapter by
reason of subparagraph (A).
(c)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under subsection (a) or (b) of any act,
policy, or practice that is enumerated in any provision of section 2411(d) of this title,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have discretion to determine whether actio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would be effective in addressing such act, policy, or practice.

consultations (and the proceedings, if applicable) under section 2413 of this tit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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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Determinations by Trade Representative
(a)In general
(1)On the basis of the investigation initiated under section 2412 of this titl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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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 Consultation upon initiation of investigation
(a)In general
(1)On the date on which an investigation is initiated under section 2412 of this title, the
Trade Representative,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shall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foreign country concerned regarding the issues involved in such investigation.
(2)If the investigation initiated under section 2412 of this title involves a trade agreement
and a mutually acceptable resolution is not reached before the earlier of—
(A)the close of the consultation period, if any, specified in the trade agreement, or
(B)the 150th day after the day on which consultation was commenced,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promptly request proceedings on the matter under
the f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ovided under such agreement.
(3)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seek information and advice from the petitioner (if
any) and the appropriate committees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2155 of this
title in preparing United States presentations for consul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b)Delay of request for consultations
(1)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A)the United StatesTrade Representative may, after consulting with the petitioner (if
any), delay for up to 90 days any request for consultations under subsection (a)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or improving the petition to ensure an adequate basis for
consultation, and
(B)if such consultations are delayed by reason of subparagraph (A), each time
limitation under section 2414 of this title shall be extended for the period of such
delay.
(2)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A)publish notice of any delay under paragraph (1) in the Federal Register, and
(B)report to Congress on the reasons for such delay in the report required under
section 2419(a)(3) of this title.

Trade Representative shall—
(A)determine whether—
(i)the rights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entitled under any trade agreement are
being denied, or
(ii)any act, policy, or practice described in subsection (a)(1)(B) or (b)(1) of section
2411 of this title exists, and
(B)if the determination made under subparagraph (A) is affirmative, determine what
action, if any, the Trade Representative should take under subsection (a) or (b) of
section 2411 of this title.
(2)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make the determinations required under paragraph (1)
on or before—
(A)in the case of an investigation involving a trade agreement, except an investigation
initiated pursuant to section 2412(b)(2)(A) of this title involving right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erred to in
section 3511(d)(15) of this title) or the GATT 1994 (as defined in section 3501(1)(B) of
this title) relating to products subject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e earlier of—
(i)the date that is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concluded, or
(ii)the date that is 18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investigation is initiated, or
(B)in all cases not described in subparagraph (A) or paragraph (3), the date that is 12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investigation is initiated.
(3)
(A)If an investigation is initiated under this subchapter by reason of section 2412(b)(2)
of this title and—
(i)the Trade Representative considers that right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he GATT 1994 relating to
products subject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re involved,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make the determination required under paragraph (1)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concluded; or
(ii)the Trade Representative does not consider that a trade agreement, including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volved
or does not make a determination described in subparagraph (B) with respect
to such investiga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make the determinations
required under paragraph (1) with respect to such investigation not later than the
date that is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such investigation is initiated.
(B)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with respect to an investigation initiated
by reason of section 2412(b)(2) of this title (other than an investigation involving a
trade agreement) that—
(i)complex or complicated issues ar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that require
addition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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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he foreign country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is making substantial progress in
drafting or implementing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will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ii)such foreign country is undertaking enforcement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notice of such
determination and shall make the determinations required under paragraph (1)
with respect to such investigation by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9 month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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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e on which such investigation is initiated.
(4)In any case in which a dispute is not resolved before the close of the minimum dispute
settlement period provided for in a trade agreement, the Trade Representative, within
15 days after the close of such dispute settlement period, shall submit a report to
Congress setting forth the reasons why the dispute was not resolved within the
minimum dispute settlement period, the status of the case at the close of the period,
and the prospects for resoluti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the minimum dispute
settlement period provided for under any such trade agreement is the total period of
time that results if all stages of the form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re carried
out within the time limit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but computed without
regard to any extension authorized under the agreement at any stage.
(b)Consultation before determinations
(1)Before making the determinations required under subsection (a)(1), the Trade
Representative, unless expeditious action is required—
(A)shall provide an opportunity (after giving not less than 30 days notice thereof)
for the presentation of views by interested persons, including a public hearing if
requested by any interested person,
(B)shall obtain advice from the appropriate committees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2155 of this title, and
(C)may request the views of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regarding the probable impact on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of the taking of
action with respect to any goods or service.
(2)If the Trade Representative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1) because expeditious action is required,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after making the determinations under subsection (a)(1), comply
with such subparagraphs.
(c)Publica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any determination
made under subsection (a)(1), together with a description of the facts 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based.

2415 - Implementation of actions
(a)Actions to be taken under section 2411
(1)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implement the
ac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under section 2414(a)(1)(B) of this title
to take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subject to the specific direction, if any, of the
President regarding any such action, by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such determination is made.
(2)
(A)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agraph, the Trade Representative may delay,
by not more than 180 days, the implementation of any action that is to be take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i)if—
(I)in the case of an investigation initiated under section 2412(a) of this title, the
petitioner requests a delay, or
(II)in the case of an investigation initiated under section 2412(b)(1) of this title
or to which section 2414(a)(3)(B) of this title applies, a delay is requested by
a maj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domestic industry that would benefit
from the action, or
(ii)if 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that substantial progress is being made,
or that a delay is necessary or desirable, to obtain United States rights or a
satisfactory solution with respect to the acts, policies, or practice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action.
(B)The Trade Representative may not delay under subparagraph (A) the
implementation of any action that is to be take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with
respect to any investigation to which section 2414(a)(3)(A)(ii) of this title applies.
(C)The Trade Representative may not delay under subparagraph (A) the
implementation of any action that is to be take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with respect to any investigation to which section 2414(a)(3)(B) of this title applies
by more than 90 days.
(b)Alternative actions in certain cases of export targeting
(1)If the Trade Representative makes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under section 2414(a)
(1)(A) of this title involving export targeting by a foreign country and determines
to take no actio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with respect to such affirmation
determina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A)shall establish an advisory panel to recommend measures which will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ndustry affected by the export targeting,
(B)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such panel submitted under paragraph (2)(B) and subject
to the specific direction, if any, of the President, may take any administrative actions
authorized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law, and, if necessary, propose legislation
to implement any other actions, that would restore or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ndustry affected by the export targe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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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all, by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eport of
such panel is submitted under paragraph (2)(B), submit a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administrative actions taken, and legislative proposals made, under
subparagraph (B) with respect to the domestic industry affected by the export
targeting.
(2)
(A)The advisory panel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A) shall consist of individuals
appointed by the Trade Representative who—

considers that the foreign country has failed to implement it, th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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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 Monitoring of foreign compliance
(a)In general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measure undertaken,
or agreement that is entered into, by a foreign country to provide a satisfactory resolution
of a matter subject to investigation under this subchapter or subject 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o enforce 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a trade agreement providing
for such proceedings.
(b)Action on the basis of monitoring
(1)In general
If, on the basis of the monitoring carried out under subsection (a), the Trade
Representative considers that a foreign country is not satisfactorily implementing a
measure or agree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a),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determine what further ac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take under section
2411(a) of this title. For purposes of section 2411 of this title, any such determination
shall be treated as a determination made under section 2414(a)(1) of this title.
(2)WTO dispute settlement recommendations
(A)Failure to implement recommendation
If the measure or agreem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a) concerns the
implementation of a recommendation made pursuant 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Trad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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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rn their livelihood in the private sector of the economy, including individuals who
represent management and labor in the domestic industry affected by the export
targeting that is the subject of the affirmative determination made under section
2414(a)(1)(A) of this title, and
(ii)by education or experience, are qualified to serve on the advisory panel.
(B)By no later than the date that is 6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an advisory panel
i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A), the advisory panel shall submit to the Trade
Representative and to the Congress a report on measures that the advisory panel
recommends be taken by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ndustry affected by the export targeting that is the subject of the
affirmative determination made under section 2414(a)(1)(A) of this title.

Representative shall make the determination in paragraph (1)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provided for such
implementation under paragraph 21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is referred to in section 3511(d)(16) of
this title.
(B)Revision of retaliation list and action
(i)In general
Except as provided in clause (ii), in the event that the United States initiates a
retaliation list or takes any other action described in section 2411(c)(1)(A) or (B) of
this title against the goods of a foreign country or countries because of the failure
of such country or countrie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made pursuant
to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periodically revise the list or action to affect other goods of
the country or countries that have faile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ii)Excep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is not required to revise the retaliation list or
the action described in clause (i) with respect to a country, if—
(I)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that implementation of a
recommendation made pursuant to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described in clause (i) by the country is imminent; or
(II)the Trade Representative together with the petitioner involved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under this subchapter (or if no petition was filed, the affected
United States industry) agree that it is unnecessary to revise the retaliation list.
(C)Schedule for revising list or ac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120 days after the date the retaliation list or other
section 2411(a) action is first taken, and every 180 days thereafter, review the list or
action taken and revise, in whole or in part, the list or action to affect other goods of
the subject country or countries.
(D)Standards for revising list or action
In revising any list or action against a country or countries under this subsec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act in a manner that is most likely to result in the
country or countries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adopted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or in achieving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issue
that gave ris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consult with the petitioner, if any, involved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under this
subchapter.
(E)Retaliation list
The term “retaliation list” means the list of products of a foreign country or
countries that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report of the panel or Appellate Body
of the WTO and with respect to which the Trade Representative is imposing duties
above the level that would otherwise be imposed under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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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irement to include reciprocal goods on retaliation list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include on the retaliation list, and on any revised
lists, reciprocal goods of the industries affected by the failure of the foreign country
or countrie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made pursuant to a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xcept in cases where
existing retaliation and its corresponding preliminary retaliation list do not already
meet this requirement.
(c)Exercise of WTO authorization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If—

[1] So in original. Probably should b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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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actions
(a)In general
(1)The Trade Representative may modify or terminate any action, subject to the specific
direction, if any, of the President with respect to such action, that is being take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if—
(A)any of the conditions described in section 2411(a)(2) of this title exist,
(B)the burden or restriction on United Statescommerce of the denial rights, or of th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re the subject of such action has increased or
decreased, or
(C)such action is being taken under section 2411(b) of this title and is no longer
appropriate.
(2)Before taking any action under paragraph (1) to modify or terminate any action
take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consult with the
petitioner, if any, and with representatives of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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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ction has terminated pursuant to section 2417(c) of this title,
(2)the petitioner or any representative of the domestic industry that would benefit from
reinstatement of action has submitted to the Trade Representative a written request for
reinstatement of action, and
(3)the Trade Representatives [1] has completed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d) and
section 2417(c)(3) of this title,
the Trade Representative may at any time determine to take action under section
2411(c) of this title to exercise an authorization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Article 22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ferred to in section 3511(d)(16) of this title).
(d)Consultations Before making any determination under subsection (b) or (c),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1)consult with the petitioner, if any, involved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under this
subchapter and with representatives of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and
(2)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presentation of views by interested persons.

shall provide opportunity for the presentation of views by other interested persons
affected by the proposed modification or termination concerning the effects of the
modification or termination and whether an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the action
is appropriate.
(b)Notice; report to Congress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promptly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notice of, and
report in writing to the Congress with respect to, an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any
action take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and the reasons therefor.
(c)Review of necessity
(1)If—
(A)a particular action has been take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during any 4-year
period, and
(B)neither the petitioner nor any representative of the domestic industry which benefits
from such action has submitted to the Trade Representative during the last 60 days
of such 4-year period a written request for the continuation of such action,
such action shall terminate at the close of such 4-year period.
(2)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notify by mail the petitioner and representatives of the
domestic industry described in paragraph (1)(B) of any termination of action by reason
of paragraph (1) at least 60 days before the date of such termination.
(3)If a request is submitted to the Trade Representative under paragraph (1)(B) to continue
taking a particular actio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or if a request is submitted to
the Trade Representative under section 2416(c)(2) of this title to reinstate ac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conduct a review of—
(A)the effectiveness in achieving the objectives of section 2411 of this title of—
(i)such action, and
(ii)other actions that could be taken (including actions against other products or
services), and
(B)the effects of such actions on the United States economy, including consumers.
2418 - Request for information
(a)In general Upon receipt of written request therefor from any pers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make available to that person inform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confidentiality applies) concerning—
(1)the nature and extent of a specific trade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with
respect to particular goods, services, investmen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available to the Trade Representative or other Federal
agencies;
(2)United States rights under any trade agreement and the remedies which may be
available under that agreement an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3)past and pres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ceedings or actions with respect to the
policy or practice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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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 information not available If information that is requested by a person under subsection
(a) is not available to the Trade Representative or other Federal agencies,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request—
(1)request the information from the foreign government; or
(2)decline to request the information and inform the person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refusal.
(c)Certain business information not made available
(1)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and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C)the actions taken, or the reasons for no action, by the Trade Representative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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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Administra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1)issue regulations concerning the filing of petitions and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and hearings under this subchapter,
(2)keep the petitioner regularly informed of all determinations and development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conducted with respect to the petition under this
subchapter, including the reasons for any undue delays, and
(3)submit a report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semiannually
describing—
(A)the petitions filed and the determinations made (and reasons therefor) under
section 2412 of this title,
(B)developments in, and the current status of, each investigation or proceeding under
this sub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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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including section 552 of title 5), no information requested and received by the
Trade Representative in aid of any investigation under this subchapter shall be made
available to any person if—
(A)the person providing such information certifies that—
(i)such information is business confidential,
(ii)the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would endanger trade secrets or profitability,
and
(iii)such information is not generally available;
(B)the Trade Representative determines that such certification is well-founded; and
(C)to the extent required in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Trade Representative, the
person providing such information provides an adequate nonconfidential summary
of such information.
(2)The Trade Representative may—
(A)use such information, or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in his own discretion)
to any employee of the Federal Government for use, in any investigation under this
subchapter, or
(B)may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to any other person in a form which cannot
be associated with, or otherwise identify, the person providing the information.

section 2411 of this title with respect to investigations conducted under this
subchapter, and
(D)the commercial effects of actions taken under section 2411 of this title.
2420 -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a)Trade enforcement priorities, consultations, and report
(1)Trade enforcement priorities consultations
Not later than May 31 of each calendar year that begins after February 24, 2016,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in this section referred to as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consult with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th respect to the
prioritization of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foreign governments that raise concerns
with respect to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s or any 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or otherwise create or maintain barriers to United
States goods, services, or investment.
(2)Identification of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In identifying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foreign governments as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under this subsec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focus on thos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the elimination
of which is likely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potential to increase United States
economic growth, and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A)the economic significance of any potential inconsistency between an obligation
assumed by a foreign government pursuant to a trade agreement to which both
the foreign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are parties and the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that government;
(B)the impact of the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a foreign government on maintaining
and creating United States jobs and productive capacity;
(C)the major barriers and trade distorting practices described in the most recent
National Trade Estimate required under section 2241(b) of this title;
(D)the major barriers and trade distorting practices described in other relevant reports
address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prepared by a Federal
agency or congressional commission during the 12 months preceding the date of
the most recent report under paragraph (3);
(E) a foreign government’s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any trade agreements
to which both the foreign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are parties;
(F)the implications of a foreign government’s procurement plans and policies; and
(G)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sition and export potential of United States products
and services.
(3)Report on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and actions taken to address
(A)In general
Not later than July 31 of each calendar year that begins after February 24, 2016,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report to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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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foreign governments identified as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based on the consultations under paragraph (1) and the criteria set forth
in paragraph (2).
(B)Report in subsequent years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include, when reporting under subparagraph (A)
in any calendar year after the calendar year that begins after February 24, 2016, a
description of actions taken to address any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foreign

143

주요 미국 통상법 조문

Agreements or any 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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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identified as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under this subsection in the
calendar year preceding that report and, as relevant, any calendar year before that
calendar year.
(b)Semiannual enforcement consultations
(1)In general
At the same time as the reporting under subsection (a)(3), and not later than January
31 of each following year,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consult with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th respect to the identification, prioritization, investigation, and
resolution of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foreign governments of concern with
respect to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s or any 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or that otherwise create or maintain trade barriers.
(2)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concern The semiannual enforcement consultations
required by paragraph (1) shall address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foreign
governments that raise concerns with respect to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s or any 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or
otherwise create or maintain trade barriers, including—
(A)engagement with relevant trading partners;
(B)strategies for addressing such concerns;
(C)availability and deployment of resources to be used in the investigation or resolution
of such concerns;
(D)the merits of any potential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under the WTO
Agreements or any 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relating to such concerns; and
(E)any other aspects of such concerns.
(3)Active investigations The semiannual enforcement consultations required by
paragraph (1) shall address acts, policies, or practices that the Trade Representative
is actively investigating with respect to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s or any
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including—
(A)strategies for addressing concerns raised by such acts, policies, or practices;
(B)any relevant timeline with respect to investigation of such acts, policies, or practices;
(C)the merits of any potential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 under the WTO

respect to such acts, policies, or practices;
(D)barriers to the advancement of the investigation of such acts, policies, or practices;
and
(E)any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investigation of such acts, policies, or practices.
(4)Ongoing enforcement actions The semiannual enforcement consultations required
by paragraph (1) shall address all ongoing enforcement actions taken by or against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s or any 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including—
(A)any relevant timeline with respect to such actions;
(B)the merits of such actions;
(C)any prospective implementation actions;
(D)potential implications for any law or regulation of the United States;
(E)potential implications for United States stakeholders, domestic competitors, and
exporters; and
(F)other issues relating to such actions.
(5)Enforcement resources
The semiannual enforcement consultations required by paragraph (1) shall address
the availability and deployment of enforcement resources, resource constraints on
monitoring and enforcement activitie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ose constraints,
including the use of available resources of other Federal agencies to enhance
monitoring and enforcement capabilities.
(c)Investigation and resolution In the case of any acts, policies, or practices of a foreign
government identified as a trade enforcement priority under subsection (a),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not later than the date of the first semiannual enforcement
consultations held under subsection (b) after the identification of the priority, take
appropriate action to address that priority, including—
(1)engagement with the foreign government to resolve concerns raised by such acts,
policies, or practices;
(2)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under section 2412(b)(1) of this title with respect to such
acts, policies, or practices;
(3)initiation of negotiations for a bilateral agreement that provides for resolution of
concerns raised by such acts, policies, or practices; or
(4)initiation of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under the WTO Agreements or any 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with respect to such acts,
policies, or practices.
(d)Enforcement notifications and consultation
(1)Initiation of enforcement action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notify and consult with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advance of the initiation of any formal trade dispute by or against the United
States taken in regard to an obligation under the WTO Agreements or any othe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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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With respect to a formal trade dispute
against the United States, if advance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are not possible,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notify and consult at the earliest practicable opportunity
after initiation of the dispute.
(2)Circulation of reports
The Trade Representative shall notify and consult with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advance of the announced or anticipated circulation of any report of a dispute
settlement panel or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r of a dispute
settlement panel under any other trade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with respect to a formal trade dispute by or against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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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finitions In this section:
(1)WTO
The term “WTO” mean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WTO agreement
The term “WTO Agreement” has the meaning given that term in section 3501(9) of this
title.
(3)WTO agreements
The term “WTO Agreements” means the WTO Agreement and agreements annexed to
tha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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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DOC)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및 원심 판정 진행현황(Factsheet) 월별 조회
https://www.trade.gov/enforcement/news.asp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관보(Federal Register) 및 결정문 월별 조회
https://enforcement.trade.gov/frn/index.html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대상 품목 조회(국가별/케이스별)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미국 상무부 반덤핑 집행 매뉴얼
https://enforcement.trade.gov/admanual/index.html
CIT 판정에 따른 미국 상무부 조치 조회
https://enforcement.trade.gov/remands/index.html
미국이 부과 중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조사 진행 중인 케이스는 제외) 전체 리스트 다운로드
USITC 접속(https://www.usitc.gov/) ▶ 상단메뉴‘Import Injury’
▶ 왼쪽 중간‘Research Tools’AD/CVD Orders 클릭
CIT 판정문 연도별 조회
https://www.cit.uscourts.gov/slip-opinions-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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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보(Federal Register) 조회
https://www.federalregister.gov/
WTO 반덤핑 연간 및 반기별 보고서(annual/semi-annual report)
WTO 반덤핑 페이지(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접속
▶‘Search Documents Online’에서 연도별·국가별 조회
WTO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및 조치건수 통계
WTO 반덤핑 페이지(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접속
▶‘Statistics on anti-dumping’에서 연도별·국가별·품목별 다운로드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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