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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대책반은 2000년 9월 외교부 내에 설치되었고,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하여 전 세계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수입규제 정책 모니터링,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 개최, 정부입장서, 답변서, 서한 발송, 조사당국과의 면담, 한-미FTA 무역
구제위원회 참석,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업계를 위한 예방적·사후적 지원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4

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Trade Remedy Reaction Team

수입규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상품이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해당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상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국 국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수입국이 수출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수입규제 조치입니다. 조치의 형태는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만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 수량제한, 관세율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입허가제 강화, 품목분류 조정 등

수출국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품이 수입되어 수입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최근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내국세를 인상하거나, 자의

입은 경우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품 가격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적인 수입 허가제를 도입하고, 품목 분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

비율만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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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조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수입규제 증가 움직임

1.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에 대비해 관련

도표1 미국과 인도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

법령을 개정하고 관행이나 덤핑 마진 계산 방법을 개발하는 등 수입규제 관련
United States

India

법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90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80

United States
54

70

있는 만큼, 목표 달성 수단 중의 하나로 수입규제조치를 유래 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60
50

미국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20년 동안 총 608건의 반덤핑 조사를

40

개시하여 인도(848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반덤핑 제도를 활용

30

하는 국가입니다. 상계관세 조사는 WTO 출범 이래 총 486건의 조사가 개시
되었는데 그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219건이 바로 미국이 개시한 상계

20
India
49

10

관세 조사입니다.

0
’95

’9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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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에, 2001년 이후

’17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도의 49건을 앞질렀다는 점,
2001년 이후 활용하지 않던 세이프가드 조사를 두 건이나 개시했다는 점입

도표2 미국의 최근 20년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니다. 미국은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 안보에의

조사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AD 36 47 47 77 35 37 26 11

계

8

28 16 20

3

15 11 39 19 42 37 54 608

위협을 이유로 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쿼터 부과,불리한 가용정보
(AFA: adverse fact available), 특별한 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등 다양한 수입규제 기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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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 행정부의 창의적인 수입규제 방식

301조 조치는 중국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간접적인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의 전통적인 수입규제 방식이었던 반덤핑, 상계관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32조 조치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조치(232조 조치)와 무역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및

불균형에 따른 보복조치(301조 조치)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철강 232조 조사 개시

자동차·자동차부품
’
17.4.20

’
18.5.23
’
18.6.1

수입자동차 및 부품 232조 조사
개시(5.11,트럼프 대통령,자동
차산업 간담회에서 232조 조사
개시 의지 피력

알루미늄 232조 조사 개시

’
17.4.30

’
18.7.19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관련
공청회 개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사 제외 절차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7.5.24

’
18.10.2

USMCA(新NAFTA)협정 발표,
자동차 232조 한정적 예외조치
추가)

232조 추가 관세, 일부 국가에
잠정적 예외 결정(한국:~5/10,
EU·캐나다·멕시코:~6/10유예)

’
18.3.22

’
18.10.18

한·미 자동차 232조 재계회의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발표

’
18.3.26

’
18.11.6

미 중간선거

한국산 철강제품에 25% 관세
부과 면제 발표 및 Quota 설정

’
18.4.30

’
18.11.13

트럼프 대통령 수입 자동차 232조
고율관세 부과방안 잠정 보류

’
18.6.1

’
19.2.18

자동차 232조 조사결과 보고
(최장 예정)

EU,캐나다,멕시코 철강제품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과 시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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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대책반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제소동향을 파악하고
전달합니다

01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접수
하고 업계에 전파합니다

02

수입규제대책반은 전세계에 있는 재외 공관을
통해 수입규제 제소 동향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업계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개시 이전

조사개시 이후

사전대응체계

수출기업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모니터링

외국의 통상정책
동향 모니터링

관계부처

정보 교환,
공동대응 방향 논의

대응방향 협의

수입규제조치
발동 억제

외국의 조사당국은 수입규제조치 관련 조사를

업계협회 등과
정보공유

시작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해당국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부 입장서 제출,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다양한 협의
채널 활용

수입규제대책반은 재외 공관이 접수한
수입규제조치
발동 억제

사실을 관련 업체와 협회 등에 즉시 전파하여

동향보고

제외공관
관련 정보입수
관련자 면담

외국정부
조사철회, 무혐의 판정,
규제철회·완화 도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 정부 입장을 문서로
해당국 정부에 전달합니다

03

FAQ

정부에 전달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공정

Q 기업 답변서도 수입규제대책반에서 작성해 주나요?

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서한 등을 통해 부당한 조치나
절차에 대해 기업을 대신하여 항변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 정부에 직접
설명합니다

04

이런 것이 궁금해요!

수입규제대책반은 우리 정부입장서를 해당국

A 조
 사를 받게 된 기업의 답변서는 기업이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회계장부 및 영업 관련 민감한 자료 전반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대신 작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조언해드립니다.

Q 수입규제대책반과의 면담도 가능한가요?

조사 담당자를 면담하고, 조사 관련 우리

A 네
 , 가능합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18년간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면서
쌓아 온 경험 및 재외 공관과 해당국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기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입장 전달 및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회계사 또는 변호사 수임비용도 지원해 주나요?

재외공관의 담당직원 또한 조사 담당자를

A 조
 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은 일반적으로 전문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수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기업의 회계사/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단, WTO 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WTO 제소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직접 해당국을 방문하여

수시 면담하여 관련 동향 파악 및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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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도표3 미국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 검색방법

미국은 1930년 관세법(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mended),
이하“the Act”),미 연방규정(Section 351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이하“19 C.F.R. 351”),그리고 행정조치문(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이하“SAA”)을 통해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다르지만, 알기 쉽게 the Act를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19 C.F.R. 351을“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SAA를“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시행규칙”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각각의 법령은 미 상무부 내“집행 및 준수 국”(Enforcement & Compliance,
이하 E&C) 홈페이지(https://trade.gov/enforcement)의“Law and
Regulations”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표4 e-CFR의 19편 구성
Title

Volume Chapter
1

2

0-140
Ⅰ

Ⅱ

Title 19
Customs
Duties

Browse
Parts

Ⅲ

141-199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0-299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00-399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COMMERCE

400-599

U.S.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RESERVED)

3

Ⅳ

Regulatory Entit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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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입규제 강도를 높인 최근 법 개정
도표5 미 의회에 제출된 무역특혜연장법안

➊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

조사당국의 자료제출 또는 협력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
당국은 수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특혜법에는 이 경우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
하는 규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01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의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을 수행해야 하나,
동 의무를 면제(19 U.S.C. 1677e(b)(1)(B))
AFA 사용시에도 동 정보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으나, 덤핑

02

마진율과 상계관세율을 이용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적용할 경우 동
의무를 면제(19 U.S.C. 1677e(c)(2))

03

AFA 사용시 당해 조사 대상인 다른 기업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가장
높은 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19 U.S.C. 1677e(d))

사례로 보는“내식성 강판에 대한 AFA 적용”
쟁점사항 : 미국 내 추가가공품 매출의 보고대상 제외 여부
내식성 강판 사건에서 답변자는 자동차용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내식성 강판의
경우, 코일 형태로 미국 내에 도입하여 미국 현지에서 추가가공, 최종적으로
자동차에 투입됨에 따라 이들 물품이 미국 내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크므로 이들 자동차용 강판을 보고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를 거절, 미국 내 공급사슬(supply chain) 과정에서 비관
계사가 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추가가공과
관련된 원 답변 및 세 차례에 걸친 추가답변에 대해 상무부는 부정확한 자료
제출, 불충분한 설명, 기존 답변서의 임의 수정 발견 등을 사유로 추가가공 관련
실사를 취소하고, AFA를 적용하였습니다.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은
최근 미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대표하는 법으로 2015년 6월 29일부로

CIT 판결 : AFA 적용범위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AFA 적용시 조사당국의 재량권 강화, PMS 명문화

상무부는 미국 내 복잡한 형태의 가공인 TWBs와 Auto Parts에서만 불리한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법들이 다수 포함

가용정보(AFA) 적용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가공품인

되어 있습니다.

SSB(Skelp, Sheet, and Blank)에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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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8년 1월, CIT는 AFA 적용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에 국한하여야
한다며 수정판정을 내릴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표6 내식성 강판의 AFA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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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특별한
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Trade Remedy Reaction Team

기존에는 비정상적인 행태의 관계사간 거래(Arm’
s Length Test)와 원가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Below Cost Test)에만 이들 거래를 정상가치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지만, 특별한 시장상황이라고 조사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들 거래를 제외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고율의
덤핑마진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PMS가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불확실성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19 U.S.C. 1677(15)(C))

Coil

사례로 보는“유정용강관에 대한 PMS 적용”
상무부는 다음 4가지 혐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Auto parts
AFA

AFA

Skelp Skelp

Coil

하다고 예비판정을 내렸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누적적(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특별한 시장상황(PMS)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01

주된 원재료인 열연강판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02

중국산 열연강판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원가가 왜곡됨

03

열연강판 생산자와 OCTG 생산자 간에 전략적 제휴가 맺어져 있어

04

한국 정부가 전기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원가가 왜곡됨

원가가 왜곡됨

AFA
Sheet

TWBs
AFA

Blank

미국 내 단순가공

한국에서 수출된 형태

원가가 왜곡됨

AFA

미국 내 복잡한 형태의 가공

미국에서 판매된 형태

열연강판이 유정용강관(OCTG) 원가의 약 80%를 차지하고 보조금율이 60%
에 달한다는 점이 핵심(전기료는 OCTG 원가의 약 10%를 차지)이기는 하나,
예비판정 당시와 바뀐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열연강판

OCTG
원가

80%

보조
금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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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별개의 기업에 대해 완전히 별개 사건의 판정 결과를 원용한 것으로, 동
사건 이후 대부분의 조사에서 PMS 혐의가 제기되어 우리 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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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실질적인
피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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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 판단 시에도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규정이 추가되었
습니다.

01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PMS 적용에 대해 WTO분쟁 진행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WTO 판정 등 향후 진행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국내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사실만으로 산업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결론내릴 수 없도록 규정(19 U.S.C. 1677(7)(J))
수입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

있습니다.

02
도표7 유정용 강관의 PMS 적용 도해

추가. 단순히‘이익’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매출총이익’
,‘영업
이익’
,‘당기순이익’으로 세분하고,‘채무상환능력’과‘총자산이익률’
을
고려 대상에 추가(19 U.S.C. 1677(7)(C)(iii)(I))
조사대상물품이 중간재인 경우 외부에 판매된 중간재를 재구매하여 하방

AFA

POSCO
열연강판

03

기타 보조금의
완전한 보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AFA 적용 : 47.2%

POSCO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C-580-884)

피해를 판정 가능(19 U.S.C. 1677(7)(C)(iv))

➍
가격과
원가의 왜곡

PMS

POSCO
열연강판

제품 생산에 투입한 경우에도,당해 중간재 판매시장의 악화만으로 산업

과거 원가미만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조사를 요청했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
하고 조사당국이 재량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 U.S.C. 1677b(b)(2))

원가비중 80%
Oil Country Tubular Goods

기타 원가

NEXTEEL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A-580-870)

➎
자발적
답변자의 수
축소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

자발적 답변을 거절할 수 있는 조사당국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 대한
고려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19 U.S.C. 1677m(a)(2)) 추가된 고려
사항은 조사당국에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발적인 답변을 하고자 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출자들 중 일부는
고유의 덤핑마진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기타 덤핑 마진율(All Others
Rate)을 적용 받을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두 개의 의무
답변자 중 하나의 답변자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함으로써
기타 덤핑 마진율을 높이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기타 업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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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입규제 관련 기관
상무부

대부분의 국가에서 덤핑마진·보조금율과 산업피해는 하나의 기관에서

도표8 미 상무부 조직도

담당하고 있으나, 미국은 산업피해 부분을 따로 떼어 무역위원회(ITC;
OFFICE OF PUBLIC AFFAIRS

GENERAL COUNSEL

OFFICE OF BUSSINESS LIAISON

INSPECTOR GENERAL

SECRETARY
Deputy Secretary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덤핑률 산정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반덤핑제도의 전체적인 운영은 상무부
(DOC; Department of Commerce)가 수행합니다.

EXECUTIVE SECRETARIAT

SHIEF FINANCIAL OFFICER AND ASSISTANT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OFFICE OF
WHITE HOUSE LIAISON

ASSISTANT SECRETARY FOR LEGISLATIVE
AND INTERGOVERNMENTAL AFFAIRS

상무부는 농업분야를 제외한 경제의 실물부문 전체를 관할하는 매우 광범
Chief of Staff

위한 조직으로, 장관은 상무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중에서 덤핑의 방지와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전반적 권한과 책임을 무역차관 책임 아래에

OFFICE OF POLICY
AND STRATEGIC PLANNING

CHIEF INFORMATION OFFICER

있는 국제무역행정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
위임하였습니다.

UNDER SECRETARY
FOR
INTERNATIONAL
TRADE

UNDER SECRETARY
AND ADMINISTRATOR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SSISTANT
SECRETARY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DEPUTY
ADMINISTRATOR

UNDER SECRETARY
FOR INDUSTRY AND
SECURITY

UNDE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CONOMIC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DEPUTY UNDER
SECRETARY FOR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HIEF
SCIENTIST

DEPUTY DIRECTOR
GENERAL OF THE
U.S.AND FOREIGN
COMMERCIAL
SERVICE

ASSISTANT
SECRETARY
FOR EXPORT
ADMINISTRATION

CHIEF
ECONOMIST

DIRECTOR
BUREAU
OF THE
CENSUS

ASSISTANT
SECRETARY
FOR EXPORT
ENFORCEMENT
ASSISTANT
SECRETARY FOR
INDUSTRY AND
ANALYSIS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INDUSTRY AND
ANALYSIS

UNDER SECRETARY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국제무역행정청은 무역과 투자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법과 관련 협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행정청은 집행준수국(Enforcement and Compliance, E&C),

ASSISTANT
SECRETARY FOR
ENVIRONMENTAL
OBSERVATION
AND PREDICTION/
DEPUTY
ADMINISTRATOR

DIRECTOR
GENERAL OF THE
U.S. AND FOREIGN
COMMERCIAL
SERVICE AND
ASSISTANT
SECRETARY FOR
GLOBAL MARKETS

UNDER SECRETARY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SSISTANT
SECRETARY FOR
ENFORCEMENT
AND
COMPLIANCE

DEPUTY UNDER
SECRETARY FOR
INDUSTRY AND
SECURITY

DIRECTOR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3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집행준수국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미 상무부라고 칭하는 것은 집행
준수국을 의미합니다.

DIRECTOR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NFORCEMENT
AND
COMPLIANCE

ASSISTANT
SECRETARY FOR
ECONOMIC
DEVELOPMENT

산업분석국(Industry and Analysis) 그리고 글로벌마켓국(Global Markets)

NATIONAL
DIRECTOR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ASSISTANT SECRETARY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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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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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9 미 무역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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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입으로 인한 피해 조사 (AD/CVD와 관련한 산업피해 여부 판정,

02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수입에 대한 조사 및

03

산업 및 경제적 분석

04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정보 제공

05

무역 정책 지원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ffice-Level Organizational Chart

SG 조치여부의 결정 및 대통령에 대한 건의)

제재조치

CHAIRMAN

COMMISSION

Office of the
Administrative
Law Judges

Office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s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Office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Office of
Operations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Trade Remedy
Assistance
Office

Office of
Human
Resources

Office of
Security
and Support
Services

Office of
the
Secretary

Office of
Investigations

Office of
Economics

Office of
Industries

Office of
Finance

Office of
Budget

Office of
Procurement

관세청

미 관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미국 역내로 들어
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청
대신‘세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관세청은 상무부가 결정한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

Office of
Tariff Affairs
and Trade
Agreements

Office of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반덤핑/상계관세를 징수하고, 관세의 정산(Liquidation)을 보류하고,
또 확정관세로 정산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 무역위원회(ITC)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의

뿐만 아니라, 고율의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원산

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와 실무조직으로 8개의 실을 두고 있습니다.

지를 속이는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우회덤핑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무역 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 3인으로 구성되며, 3인을 초과하지

관세청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개시 초기에는 관세청에서 수집한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할 수 없고,

생산자-수출자-수입자별 수입물량 정보를 수집하여 상무부에 제공하기도

18개월 단위로 교차하여 임명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하는데, 상무부는 이 수입물량 정보를 조사 초기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과 같은 당 출신이 선임될 수 없습니다.

함으로써 의무답변자(Mandatory Respondents)를 선정하는 데 활용
합니다.

무역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산업피해의 판정은 6인의
위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산업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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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법원과 연방
순회항소법원

미국은 조사당국의 처분에 항변하기 위해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을 통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무부(DOC) 또는 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rat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환장(summons)을
제출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소장(complaints)을 제출하게 됩니다.
국제무역법원 웹사이트의“Slip Opinions”메뉴에서 법원의 최종판결문
공개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에는 그보다 상급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는데, 이때 판결문은 연방순회
항소법원 웹사이트의“Opinions & Orders”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미 상무부의 불합리한 처분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사실이 미 상무부에 제출된 문서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도 국제무역법원은 심리 자체를
거부하고 사건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무부 조사의 경우‘Case
Brief’나‘Rebuttal Brief’또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규제별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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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반덤핑 조사절차
도표10 미국의 반덤핑 조사절차

도표11 A-580-865사건 반덤핑 조사 일정
일정

반덤핑
청원

20일
이내
160일
이내
(50일
연장
가능)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
위원회
45일 이내

조사여부
결정

통보

산업피해
예비판정

반덤핑
예비판정

통보
통보

ITC 최종판정
7일 이내

반덤핑
관세부과

제소장 접수

제소장 접수

11.4.19.

조사개시

제소장 접수 후 20일(40일까지
연장 가능) 내에 조사개시

11.5.16.

ITC 예비판정

무역위원회가 부정 판결시
케이스 종료

11.5.20.

최조 질의서 발송

무역위원회 투표 5일 후

11.6.29.

답변서 제출

최초 질의서 수령일
(발송 후 7일)로부터 최소 30일

11.10.26.

DOC 예비판정

조사 개시 후 140일 이내(19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11.11.2.

예비판정 결과 공고

예비판정 후 7일

11.11.29.

현장실사

12.2.9.

Case Brief 제출

예비판정 공개본 공고 후 50일

12.2.1.6.

Rebuttal Brief 제출

Case 요약본 접수기한 후 5일

12.2.2.3.

공청회

반박 요약문 제출 후 2일

12.3.2.3.

DOC 최종판정

예비판정 후 75일(예비판정 후
135일까지 연장가능)

12.5.9.

ITC 최종판정

무역위원회가 부정 판결시
케이스 종료

반덤핑명령 공고

무역위원회 최종판결 후 7일

-

120일 이내
(DOC
예비판정
긍정 시)

제소장의
접수

개요

11.3.30.

통보

75일 이내
(60일 연장가능)

반덤핑
최종판정

사건

국내산업(통상‘제소자 (Petitioner)’라고 함)이 반덤핑 조사신청서(통상‘제
소장 (Petition)’이라고 함)를 상무부에 접수하고 같은 날 ITC에 복사본을
제출하면, 상무부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소장 첫 번째 페이지에는 통상 제소자 측 대리인 정보, 제소장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공식 접수일, 사건번호, 전체 페이지 수, 조사대상제품, 조사대상국가와
75일 이내
(DOC
예비판정
부정 시)

조사유형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A-580-897’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A’는 반덤핑
조사를,‘C’는 상계관세 조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파트의‘580’은 한국을
나타내는 코드이며, 마지막‘897’은 일련번호입니다. 동 사건번호를 기준
으로 향후 모든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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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도표12) 제소장의 사례는 캐나다, 그리스, 인도, 중국, 한국, 터키
총 6개국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동시에 신청한 것입
니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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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장의 접수와 함께 미 무역위원회(ITC)의 예비조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제소장이 접수된 후 2 영업일 뒤에,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질문서 내용은 해당 회사의 기본적인 수출량과

지역에 생산설비를 갖춘 다국적 기업을 타겟으로 삼을 때에도 반덤핑 조사를

가격정보로 구성되며, 답변기한이 1~2주로 짧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분품의 제소도 가능한데, 이

통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는 조사대상 제품에 더하여“and parts thereof”라는 표현이
추가됩니다. 이는 부분품을 들여와 단순조립하는 우회 행위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의 개시

조사가 개시되면 관련 요약 정보 및 예상 일정이 상무부 웹사이트에 게시
됩니다. 대부분의 조사 절차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아닌, 해당

도표12 제소장 샘플

결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사개시의 경우
제소장 접수 후 20일 내에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사개시 사실은 약 7일 후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제소장을
접수한 후 조사개시가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최대 4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예비판정

무역위원회는 상무부의 조사개시 결정과 무관하게 예비조사를 진행하며,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산업
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에
대한 부정판정(negative)을 내리면 사건은 자동 종결됩니다.

상무부의
질문서 송부

덤핑마진과 관련하여 사전 질문서가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으로부터 5일
뒤에 발송되는 데, 이는 조사 개시로부터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
됩니다. 과거 질의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던 시기의 관행을 따라, 7일을 수
령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수령일로부터 30일간의 답변 기한을 주고 있어,
사실상 37일의 답변 기한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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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

도표13 반덤핑 표준 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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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제출된 답변서와 데이터를 기초로 덤핑마진을 계산해 공개하는데,
이러한 예비판정은 조사개시 후 140일 이내(연장 시 1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한 내 상무부가 내부적으로 예비판정을 내리게 되며,
법률 대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다음 날 정오쯤(워싱턴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예비판정 기한으로부터 이틀 뒤 새벽
즈음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비판정 7일 후에는 동 판정 결과가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동 일자 이후
잠정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잠정조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관행적으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날부터 덤핑
마진이 2% 이상인 모든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관세 청산(Liquidation)
을 보류(Suspension)시키고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대로 관세를
예치하라는 지시를 관세청(CBP)에 내립니다.
잠정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의 고객사(Buyer)

https://enforcement.trade.gov/questionnaires/questionnaires-ad.html

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고객사의 이러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별·수출자별 결과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문서가 개별 국가별로 되어 있어 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장 제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기간(최소 1년)
제소장 접수
약 20일
조사개시
약 30일

제소 동향을
파악한 순간부터
표준질문서를
기준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며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

질문서 발송
37일
답변서 제출기한
약 14일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가능
(약 2~3주)

질문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답변서
작성을 개시하면
시간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어려워

이 때,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news.
asp)의‘Highlights and News’메뉴에 게재된‘Fact Sheet’를 참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ITC 확정
산업피해
질문서 발송

상무부의 긍정(Affirmative:덤핑존재) 예비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무역위원회의 확정조사(Final phase)가 개시 됩니다. 보통 연방관보에 예비
판정이 게재된 날로부터 약 40일 뒤에 질문서가 송부되고, 발송으로부터
약 30일간의 답변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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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On-sit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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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의거하여 예비판정이 내려진 뒤, 상무부는 동

도표14‘ Verification’사례

내용의 진실성, 실재성, 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수행합니다.
보통 한국 법인의 판매 기록 실사에 5일, 생산원가에 5일을 할애하며, 미국
내 자회사의 판매기록이 있는 경우 2~5일이 추가됩니다.
현장실사의 목적은 이미 제출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이므로, 조사관이 요구
하는 정보를 제외한 추가 정보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사 첫 날에는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중 사소한 실수들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소한 오류 수정(Minor Error Correction)
이라고 합니다. 오류가 사소한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 역시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의 강도가 거세 지면서 사소한 오류(Minor Error)의
요건이 역시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사 개시 2~7일 전‘Verification Agenda’
가 배포되며, 이를 가이드라
인으로 삼아 실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사 중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은
기업의 구매부터 생산, 재고보관활동과 물류, 그리고 판매활동과 수금활동
등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에 관한 증빙들이기 때문에‘Agenda’가
배포된 후 준비를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실사 수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판정과
반덤핑명령

도표15 최종판정과 관세예치율의 변화
1차 연례재심 대상 기간

따라서, 보통 실사 예정일 전 1개월 간 각 부서별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Gap
Period

잠정조치(180일)

확정조치

모여 실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소자는 실사 전에‘실사 사전 의견’
(PreVerification Comment)을 제출하여 조사관들이 실사 시 꼭 검증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는데,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답변 및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16%

관세예치율

10%
18.10.24.

19.3.15. 4.22. 4.30. 5.7.

20.4.30. 5.31.

것이 필수적입니다.
AD Order
ITC 최종판정 공고
(Affirmative)
잠정조치 기한 경과
(180일)
DOC 최종판정 공고
(16%)
DOC 예비판정 공고
(10%)

Anniversary Month
(연례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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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계관세 조사절차
1. 상무부(DOC) 덤핑 최종판정

도표16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절차

최종판정은 상무부의 예비판정 이후 75일 이내(60일 연장 가능)에 이루어
집니다. 잠정조치에 따른 반덤핑관세 예치액은 예비판정시 결정된 덤핑
마진율이 적용되다가 최종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확정판정시

상계관세
청원

결정된 덤핑마진율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무역위원회 판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반덤핑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를“Gap Period”라고 합니다.
20일
이내

2. 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위원들의 투표 결과 산업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최종판결
되면, 무역위는 이 투표 결과를 상무부에 통지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게재
합니다. 확정된 반덤핑관세는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적용됩니다.

85일
이내
(50일
연장
가능)

3. 반덤핑 명령 (AD Order)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
위원회
45일 이내

조사여부
결정

통보

상무부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업피해
예비판정

반덤핑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반덤핑 명령은 연례재심의 조사대상기간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상계관세
예비판정

다만, 확정 반덤핑 관세는 무역위원회 최종판정문의 관보 게재일로부터 적용
되므로 반덤핑 명령 자체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보

75일 이내
(60일 연장가능)

상계관세
최종판정

통보
통보

ITC 최종판정
7일 이내

상계관세
부과

120일 이내
(DOC
예비판정
긍정 시)

산업피해
최종판정
75일 이내
(DOC
예비판정
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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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소장 제출 직전 분기의 마지막 달에서 1년을 소급한다는 점에서

도표17 C-580-866 사건 상계관세 조사 일정

차이가 있습니다. 상무부는 특정 보조금에 대하여 평균내용연수(AUL;
일정

사건

개요

Average Useful Life)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수혜를 모두 보고할 것을

11.3.30.

제소장 접수

제소장 접수

11.4.19.

조사개시
(공고는 4.26)

제소장 접수 후 20일(40일까지
연장 가능)내에 조사개시

11.5.9.

최초 질의서 발송

11.5.16.

ITC 예비판정

11.5.23.

답변서 제출

11.8.31.

DOC 예비판정

조사 개시 후 85일 이내
(135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11.9.6.

예비판정 결과 공고

이후 반덤핑조사와 일정 조율

11.12.12.

현장실사

것이 중요하므로 조사에 대응하는 기업은 항상 정부와 상의하면서 함께

12.2.14.

Case Brief 제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관세 조사의 정부대응은 외교부 수입규제

12.2.21.

Rebuttal Brief 제출

대책반 차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12.2.28.

공청회

12.3.23.

DOC 최종판정

예비판정 후 75일(예비판정 후
135일까지 연장가능)

12.5.9.

ITC 최종판정

무역위원회가 부정 판결시
케이스 종료

-

상계명령 공고

무역위원회 최종판결 후 7일

무역위원회가 부정 판결시
케이스 종료

요구하고 있으므로,상계관세 조사는 실질적으로 반덤핑 조사보다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가 넓습니다.

답변자

상계관세 조사는 정부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수여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은행 등)과 수혜자(수출자) 양측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반덤핑 조사와 다릅니다. 따라서, 양측이 일관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미소마진
de minimis

미소마진은 최소허용수준의 덤핑마진 또는 상계관세율을 일컫는데, 상계
관세조사의 미소 수준은 원심 1%(개발도상국은 2%) 미만, 재심 0.5%
미만입니다. 반덤핑조사의 미소 수준이 원심 2% 미만, 재심 1% 미만인
것과 대비됩니다.

상계관세 조사는 단독으로 개시되지 않고 반덤핑 조사와 병행하여 개시
되며,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반덤핑 조사 절차와 유사합니다.
조사 일정의 경우, 상계관세 조사는 반덤핑 조사에 비해 예비판정 및 최종
판정까지의 기간이 75~120일 정도 짧지만 예비판정 이후 반덤핑 조사와
일정을 조율(Alignment)해서 최종판정을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사의 초점:
완전성
테스트

상계관세 질문서는 제소자의 혐의 제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출자가 수령한 보조금이 있다면 관련‘Appendix’
를 첨부하여 답변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조금(Other subsidies)의 경우, 조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보조금으로 보고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실사 도중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AFA를 적용하는 것이 최근
관행임에 따라 완전성 테스트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간
Period of
Investigation

상계관세 조사의 대상기간(POI)은 제소장을 제출한 연도의 직전 연도
(Calendar Year)입니다. 2018년 중 언제 제소장이 접수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2017년도 전체가 조사대상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덤핑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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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완전성 테스트란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의 프로그램이 숨어있는 것을 찾아

도표18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내는 심사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모든 거래는 회계처리를 통해 기록되므로
이 기록에서 보조금을 찾아내는 과정이 보조금 실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기타매출”,“잡이익”등의 계정원장을 집중 조사하므로
이들 보조원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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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시

국내 수출
상사의 답변
의무

의무 답변자 및 이해 관계인은 최초 질문서(Initiation Questionnaire)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실시

발행 후 14일 이내에 미국 수출에 참여한 국내 수출상사의 유무 및 관계사
(주식보유 및 임원현황,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이 정보를 기초로 의무답변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답변서를 제출

잠정조사
200일 미만 부과 가능

해야 할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향 판매를 담당한 한국
내 모든 수출 상사는 전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 거래 물량이 미미
하다는 근거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답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산업피해조사
120일간 조사하며, 30일 연장 가능

구제조치 건의
산업피해조사결과 발표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구제조치 건의

대통령의 결정
ITC로부터 긍정 보고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의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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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1회 연장 가능, 최장 8년까지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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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한 날로부터 약 30일이 주어지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도표19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일정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사건

내용

17.5.31.

조사신청

조사신청(월풀社)

17.6.5.

조사개시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17.6.19.

이해관계자등록
(조사개시 후 21일이내)

외교부 ITC에 한국정부를
이해관계자로 등록

17.8.29.

서면의견 제출

공청회 사전 서면의견(8.29.)

17.9.7.

1차 공청회개최

17.9.14.

서면의견 제출

공청회 사후 서면의견(9.14.)

17.10.5.

ITC 산업피해 조사
판정 (제소일로부터
최장150일이내)

서면의견서 수렴 및 공청회
개최 결과, 산업피해 존재 판정

17.10.12.

서면의견 제출

산업피해 판정 이후

17.10.19.

2차 공청회

17.10.26.

서면의견 제출

공청회 사후 서면의견

무역위원회 판정

ITC 서면의견서 및 제2차
공청회 개최 결과에 기반하여
구제조치 권고(한국 포함 FTA
체결국은 규제대상 제외권고)

17.11.21.

1차 공청회
및 산업피해
판정

산업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ITC) 위원 6인이 과반수로 의결하는데, 조사
신청서가 접수된 날(실무적으로는‘제소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
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30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50일이내에 산업피해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산업피해 판정
기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1차 공청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1차 공청회는 산업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1차 공청회에서 세이프
가드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공청회 이후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일
약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제출합니다.
세이프가드는 ➊ 수입 물량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 ➋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그리고 그들 간의 ➌ 인과관계를 발동 요건으로 합니다. 수입
물량의 증가는‘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전에 따른 급격한 증가’여야
하므로, 수입물량의 증가가 여러 정황적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예측 가능

조사신청

세이프가드 조사는 일반적으로 산업체를 대표하는 주체, 즉 협회나 노조

했으며, 그 증가의 정도 역시 급격하지 않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대통령 및 무역 대표부
(USTR)의 요청, 상·하원의 결의에 의해서 개시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인

따라서 국내산업의 여러 경제지표와 함께 수입 물량 증가를 예측할 수

무역위원회(ITC)의 자체 발의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국내

있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조사하여 축적해 놓는 것이 좋습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니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다른 요인들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수입
증가의 탓으로 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증가가

답변서 제출

질문서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주 뒤에 발송됩니다. 조사

산업피해의 이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수입

개시의 내용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이해

물량 증가 이외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한

관계자로 등록하여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질문서를

조사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관한 경쟁사 동향들을 미리 파악해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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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밖의 요인에는 미국 국내산업의 비효율,
소비자들의 평판, 경영상의 오판 등이 있습니다.

재심
2차 공청회
및 수입규제
판정

수입규제 여부, 수입규제 방식에 대한 판정은 제소일로부터 167일 뒤에
내려집니다. 무역위원회 의결일 약 한달 전, 산업피해 판정 직후에 판정에
대한 2차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2차 공청회는 이미 산업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에 열리게 되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어떤 형식, 어떤
수준으로 취해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치의 시행:
구제조치 건의
및 대통령 승인

제소일로부터 180일 즉, 산업피해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
(ITC)는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건의합니다. 대통령이 이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경우 60일 내에 구제조치를 시행합니다.
(단, 무역위원회에 추가 정보 요청 시 15일 연장 가능) 이때, 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분석을 통해 구제조치여부 및
구제조치 형태에 대해 대통령 앞 건의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동 시행일에 조치의 내용과 사유가 기록된 문서를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규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규제국(미국)은 단계
적으로 조치의 수준을 점차 낮추어 나가야 합니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심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력은 최초 4년까지 유지될 수 있고, 조치기간이 3년
을 초과하는 경우, ITC는 대통령과 의회에 전체 조치기간의 중간시점이
지나기 전에 보고서(mid-point(term)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대통령은 구제조치의 축소, 조정,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최장 8년까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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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재심의 종류
연례재심

연례재심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행정재심 중 가장 자주 이용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약 1주일 뒤, 동 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는

됩니다. 재심 신청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명령이 내려진 이후, 일주년이

새로이 변경된 관세율로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연례재심의 재심대상

되는“Anniversary Month”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Anniversary

기간(POR) 동안 기존에 예치했던 관세액은 최종판정시 결정된 관세율을

Month”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내려진 달을 의미합니다. 수출자

적용하여 재계산한 뒤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소자도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쪽도 연례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에 결정된 덤핑 마진율이 적정하다는 의미로 해석

3. 실사

되므로, 별도의 재심 없이 이전에 예치된 관세가 그대로 확정(Auto Liquidation)

원심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수출국이 테러나 전염병 등으로 위험해진

됩니다.

상황 등)이 아니면 현지실사를 수행하지만, 연례재심의 경우에는 매년 실사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1. 연례재심대상기간(Period of Review)
반덤핑 조사의 재심 대상 기간(POR; Period of Review)은 “Anniversary

다만, 최근 2년 동안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소자측의 요구로

Month”를 기준으로 직전 1년입니다.“Anniversary Month”가 5월이

실사가 실시됩니다. 원심의 경우 예비판정 이후에 실사를 수행하지만,

라고 가정하면, 2020년 5월에 신청하는 재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9년

재심의 경우에는 예비판정 이전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1차 연례재심의 경우,
잠정조치를 취한 기간이 재심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잠정조치는 6개월

4. 덤핑마진 계산방법

가량 지속되므로, 예비판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어 잠정조치가 취해진

원심에서는 조사대상기간(POI; Period of Investigation) 전체 가중평균

날로부터“Anniversary Month”의 직전 월까지, 약 18개월이 1차 재심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데 반해, 재심에서는 월별로 정상가치와

대상기간이 됩니다.

수출가격을 비교합니다.

반면, 상계관세 조사의 재심 대상 기간은 직전 1년이 됩니다. 재심이 개시

수출 거래와 동일한 월에 내수 판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 달의 정상

되는 시점이 2018년 12월 10일이라면, 2017년 연간이 조사대상기간이

가치와 비교하고, 그 전 달도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전과 3개월 전을 순차적

됩니다. 1차 재심의 조사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

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수출 거래가 발생한 월과 그 이전 3개월에도 내수 판매

심 직전년도의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 입니다.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2개월을 가까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수출 거래가 발생한 월, 이후 2개월, 직전 3개월을 합해 6개월

2.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의 역할

간의 내수거래가 비교될 수 있는데, 이를“6 Month Window”라고 합니다.

재심의 예비판정은 재심이 요청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4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관세예치율이나 정산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는 재심대상기간(POR)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예비판정은 단지 제소자 측과 수출자 측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할 때 기준

내수 거래는 재심대상기간과 이후 2개월, 그리고 직전 3개월을 포함해서

점으로 작용됩니다.

총 5개월을 추가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재심에서 보고한 이후
2개월과 재심대상기간 마지막 3개월은 다음 재심의 보고대상이 되므로

재심 예비판정 결과가 공고된 이후 120일 이내에 당해 연례재심의 최종

상이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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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한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고(is not affiliated), ➌ 조사

도표20 6 Month Window와 비교우선순위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여야 합니다. 신규수출자 재심은 연례재심
내수거래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순위

18.7.

3순위

18.8.

2순위

18.9.

1순위

18.10.

18.10.

5순위

18.11.

18.11.

6순위

18.12.

18.12.

19.1.

19.1.

19.2.

19.2.

...

대비 약 3개월 단축된 조사절차를 통해 해당 수출자 고유의 덤핑마진율을

수출거래

...

상황변동 재심
Changed
Circumstance
Review(CCR)

수출자의 덤핑 수출 중단, 시장 변화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되었

일몰 재심
Sunset
Review(SSR)

일몰재심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동 명령의

거나, 회사명의 변경, 신기술개발로 제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원심
당시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들이 재심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변화된
경우, 상황변동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몰재심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반덤핑명령은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은 법으로 일몰재심이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3.

20.3.

20.4.

20.4.

일몰재심은 여타 재심과는 달리 특정 기업이 아닌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해

20.5.

수행하며, 상무부와 무역위원회 모두가 각각 반덤핑 조치의 철회가 덤핑과

20.6.

산업피해를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정을 내린 경우에만
반덤핑 조치가 유지됩니다.

신규수출자
심사
New Shipper
Review
(NSR)

신규수출자심사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이미 발효 중인 제품을

무역위원회는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투자자본수익률,

미국으로 처음 수출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사

생산능력 등의 감소 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

절차입니다. 그러나 신규수출자 재심은 기존의 기타 덤핑마진율 또는 상계

조달 능력,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현재

관세율에 비해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 고유의 덤핑 마진율이 더 적게

산업의 성장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고려

산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신청하게 되므로 실제 진행사례는 적습니다

하여 산업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여부를 판정합니다.

(마광 2007).
신규수출자재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➊ 원심 조사대상 기간 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한 적이 없어야 하고, ➋ 조사대상기간 중 미국으로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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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런 것이 궁금해요!

Q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문서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Q 조사 개시 사실은 국내에 어떻게 전파되나요?

A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ACCESS(전자문서 관리

A 한-미 FTA협정 제10.7조는 제소장이 접수된 때에 상대국 정부에 통지할

시스템)를 통해 관리됩니다. 조사개시를 알리는 제소장부터 수출자와
각각의 법률대리인, 그리고 상무부가 제출한 모든 문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0.7조 3. 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기밀정보들이 포함된 BPI(Business Proprietary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

Information) 문서들은 APO 제도에 따라 등록한 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시스템의 상단 검색창에 사건번호(Case No)를 입력하고 “Quick Search”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버튼을 누르면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모른다면, 화면 좌측에 위치한 “Search” 메뉴로 들어가서“Case List”

이 규정에 따라, 주미 한국 대사관에 제소 사실이 통지되면, 이는 외교부

라고 쓰여진 링크를 클릭하면 전체 리스트를 조회하여 대상 제품을 확인할

내‘수입규제대책반’으로 전달되며, 대책반은 조사대상물품과 관련된

수 있습니다.

각 산업별 협회로 연락을 취합니다. 협회는 회원사 정보를 기초로 다시 이를
개별 수출 기업에 통지합니다.

“New Petitions”메뉴에서는 최근 접수된 제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반덤핑 조사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소장에 나온
조사대상물품의 HS Code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HS Code는 참고

각종 산업협회

개별기업

목적으로만 기재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설명(Product description)을
보고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표21 제소 사실 통지 사례

도표22 상무부 문서관리시스템 (access.trad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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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Trade Remedy Reaction Team

Q APO제도란 무엇인가요?

Q 누가 조사의 의무답변자가 되나요?

A APO(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제도란 특정 기업의 기밀 정보

A 조사기관은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

들을 열람할 수 있는 자들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해당 정보들(답변서, 질의서,

해야 하지만, 수출자나 생산자 등의 수가 많아 조사당국의 부담이 가중

판정문, 보고서 등)을 배포하며, 동 정보를 열람한 자들에게 비밀유지

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답변자 수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사기관은 세관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의 수출

특정 기업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다면 Entry of Appearance를 제출하고

자별 통관액 정보(CBP data)를 받아 공개한 뒤, 아래와 같은 선정 기준에

조사에 필요한 기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에 신고(APO

따라 상위 1~3위 업체들을 의무답변자(Mandatory Respondents)로

Application)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됩니다. 세관의 통관액 정보로서 개별 기업의 시장점유율 정보가

이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들만이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퇴사 등의
사유로 대리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하여 더 이상 기밀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제소자의 대리인은 수출자의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제소자는
이들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이는 대리인에게만 공개하게 됩니다.
➊ 선정 시점에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제품의 표본; 또는
➋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출업자 및 생산자
의무답변자가 아닌 기업은 기타마진율(All Others Rate)이 적용되는데,

도표23 Entry of Appearance 사례

이 율은 선정된 기업들 중 Total AFA가 적용된 기업과 미소마진이 결정된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가중 평균 관세율입니다. 최근에는 Total AFA
대신 Partial AFA를 적용함으로써 All Others Rate까지 높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표24 수입통관액 정보 공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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