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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6일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혜택과 특정성의 결정 방법에 관한 상무부 규정을 개

정하였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해당 개정이 통화의 저평가로 인한 잠재적 보조금을 조사함에 있어서 혜택과 특

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개정 규정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상무부는 공여 당국으로부터의 미국 달러와 자국 화폐 간 환전업무가 재

정적 기여를 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둘째로,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상계조치 가능한 통화 저평가

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REER을 기본으로 하는 분석과 조사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2단계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특정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국제적

으로 교역을 하는 기업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개정 규정의 초안, 최종안 및 초안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제출 의견에 대한 상무부의 답변, 

그리고 상무부의 최초 관련 조사 건인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위 개정 내용 및 

관련 사건의 상무부 판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주제어 보조금 협정, 무역 구제,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환율 상계관세, 미국 상계관세조사,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 본고는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부과 관련 정부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검토 및 분석한 내용과 그 이후의 
개인적인 분석 및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법무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97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의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 규정

1. 규정 초안(Proposed rule)

2. 최종 규정(Final rule)

Ⅲ.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 미국 상무부 판정

1.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 사건

2.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사건

Ⅳ. 미국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쟁점 분석

1. 정부의 재정적 기여

2. 혜택

3. 특정성

Ⅴ. 마치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미국의 무역구제 관련 법령은 기본적으로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더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

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환율과 관련된 규

범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문제의식은 중국과 

무역 적자 및 중국의 사회경제적인 외환시장 

개입에서 비롯되었는데, 미국은 이러한 중국

의 개입을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상계관세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십 

년도 더 넘게 주장해온 바 있다.12

미국은 위와 같은 입장을 반영하듯 2015

년 Bennet-Hatch-Carper 수정 법안을 통

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통화가 

저평가되어있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3, 통화 저평가 조사법을 

발의하여 환율 문제를 상계관세로 다루고자 

시도하는 등4 그 입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온 바 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통화 저평가 국가에 대하여 상

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상무부 규

정(regulation)에 신설 및 개정하면서 이러

한 미국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무역구제 제도

의 틀 안에 도입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미국 상무부가 2020년 

개정 및 신설한 상무부 규정을 초안에서부터 

최종 규정까지의 변화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이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 상무부의 최초 

두 판정을 법리적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

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 쟁

1 예를 들면 Dr. C. Fred Bergsten, “TThe Need for A Robust Response to Chinese Currency Manipulation - Policy 
Option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Including 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2011), pp. 1-2, pp. 5-6.

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박영사, 2018), p. 384.

3 법무부, 「최신 미국 통상법」(2018), pp. 322-328, p. 339. 

4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강민지, “환율문제에 대한 통상법적 제재 연구”,「통상법률」제125호, 2015, pp. 6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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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관하여 WTO 협정상 보조금의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WTO 보조금 협정의 적용 대상인 ‘보조

금’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

건에 해당해야 한다. 첫 번째 구성요건은 ‘정

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

tribution by government)’로 정부로부터 

민간 기업으로 재정적 자원이 전달되었는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경제적 

혜택(benefit)’인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혜택

이 존재하였는지 및 존재하였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실제 시장 기준과 문제가 

된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거래조건을 상호 비

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세 번째 요건은 ‘특

정성(specificity)’으로 보조금 협정에서는 

보조금이 특정 산업(군) 및 기업(군)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5 이하에서는 상기 순서에 따라 각 요

건별로 분석 및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 규정 

1. 규정 초안(Proposed rule)6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28일 통화 저

평가국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의 상무부 규정 초안을 공식적

으로 발표한다. 해당 법령안에서 상무부는 

그간 몇 차례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환율 문제로 인한 잠재적인 보조금 

조사 요청을 거부해왔으나7, 향후 이를 조사

하기 위하여 보조금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개의 조항

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통화가 저평

가된 경우 보조금 요건 중 ‘혜택’ 요건이 존

재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특정성’ 관련된 조항으로 국제적으

로 물건을 판매 및 구입하는 기업군을 그룹

으로 보아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

이다. 이하에서는 WTO 보조금 협정상 보조

금의 세 가지 요건에 따라 각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재정적 기여 관련 개정 제안 사항 

당해 개정 초안에서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는 어떠한 개정사항도 제안되지 아

니하였다. 다만, 상무부는 규정 초안의 전문

(preamble)에서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 정부

로부터의 재정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무부가 

기존 규정만으로도 통화 저평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

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무부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 수출기업이 국영 은행, 

공여 당국 또는 공여 당국의 위임 또는 지시

5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박영사, 2018), pp. 390-395 참조.

6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4 FR 24406, 2019.5.28.)

7 Ibid. p. 5. 미국 상무부는 그 예로 Utility Scale Wind Tower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77 FR 3447 (January 24, 2012) 및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76 FR 70966 (November 16, 2011)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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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민간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환전하

여 통화 저평가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많은 

국내 통화를 받은 경우를 제시하였다. 한편, 

상무부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중앙은행

의 통화정책은 불포함한다고 언급하면서, 상

계관세 부과의 기본 원칙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8

2) 혜택 관련 개정 제안 사항9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단일환율

제도 사용 국가에서 통화가 저평가된 경우에 

혜택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무부

는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평가 및 결론을 요청할 것을 규정

하였다. 다만, 전문을 통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무부가 재무부와 다른 판단

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해

두었다. 

아울러, 상무부는 전문을 통하여 실질실효

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과 균형 실질질효환율(Equilibrium REER)

의 비교 등을 통하여 통화 저평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상계조치 가능한 혜택

의 산정은 특정 조사 대상 기업 등이 조사 대

상 기간 동안 공여 당국을 통하여 미국 달러를 

자국의 화폐로 환전한 규모에 따라 고려될 것

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혜택의 규

모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0

3) 특정성 관련 개정 제안 사항11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수출입

자, 외국인 투자자와 같이 국제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특정성

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 신설을 제

안하였다.

상무부는 전문을 통하여, 수출자, 외국인 

투자자, 여행객 등의 큰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외화 공급량을 집계하고, 국제거래를 

주로 하는 집단으로부터의 외화 거래 규모가 

전체 순수 외환 거래 유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집계하는 방식을 통하

여 이러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12

8 Ibid. pp. 6-7, p. 10.

9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9 CFR part § 351.503 Benefit
(3) Special rule for currency undervalua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benefit is conferred when a firm exchanges 
United States dollars for the domestic currency of a country under a unified exchange rate system, the Secretary 
normally will consider a benefit to be conferred when the domestic currency of the country is undervalued in 
relation to the United States dollar. In applying this rule, the Secretary will request tha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provide Treasury’s evaluation and conclusion as to whether the currency of a country is undervalued 
as a result of gov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and the extent of any such undervaluation.

10 Ibid. pp. 7-9, p. 10.

11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9 CFR part § 351.502 Specificity of domestic subsidies. 
(c) Traded goods se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is being provided to a “group” of enterprises or 
industri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771(5A)(D) of the Act, the Secretary may consider enterprises that 
primarily buy or sell goods internationally to comprise such a group.

12 Ibid.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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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규정(Final rule)13 

미국 상무부는 2020년 2월 4일 관련 최

종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공식 

관보게재일로부터 60일 후인 4월 6일부터 

발효되었다. 미국 상무부는 국내 행정 절차

에 따라 2019년 5월 규정 초안이 발표되고 

난 후 30일간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

차를 거쳤는데, 이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 최종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은 미국

의 최종 규정에 대한 고민이 가볍지 않았다

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30일간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총 4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

는데, 미국 내 기업, 법무법인, 단체 등이 주

를 이루면서도 브라질, 인도, 중국에서 또한 

의견을 제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14. 상무

부는 최종규정 전문에서 의견수렴 내용을 정

리한 후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당해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혜택 

요건의 구체적인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보완하는 반면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사실상 유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각 요건별로 개정 제안 변동 

사항, 관련된 비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1) 재정적 기여 관련 개정 사항 

상무부는 개정 규정 초안에서 기존의 

WTO 협정 및 국내 규정을 통하여도 통화 

저평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는데,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국 내외에서 이러한 해석은 

WTO 보조금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

견이 다수 제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인도 정

부는 정부의 환전업무가 보조금 협정 제1.1

조(a)(1)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유형에

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16 브

라질 정부 또한 보조금 협정 제1.1조(a)(1)에

서 정부의 재정적 기여 유형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동조 (a)(2) 또한 가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만 그 해

석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

무부의 입장이 WTO 협정의 해석에 부합하

13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5 FR 6031, 2020.2.4.)

14 브라질 및 인도는 정부의 이름으로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중국은 정부가 아닌 상공회의소(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15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if: 
(a)(1) there i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government"), i.e. where: 
(i) a government practice involves a direct transfer of funds (e.g. grants, loans, and equity infusion), potential 
direct transfers of funds or liabilities (e.g. loan guarantees);
(ii) 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is foregone or not collected (e.g. fiscal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
(iii) a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or purchases goods;
(iv) a government makes payments to a funding mechanism, or entrusts or directs a private body to carry out 
one or more of the type of functions illustrated in (i) to (iii) above which would normally be vested in the 
government and the practice, in no real sense, differs from practices normally followed by governments;
(a)(2) there is any form of income or price support in the sense of Article XVI of GATT 1994;

16 인도정부가 상무부에 제출한 ‘COMMENTS ON U.S. COMMERCE’S PROPOSAL TO MODIFY REGULATIONS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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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7

이에 대해 상무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

였다. 특히 환전업무가 WTO 보조금 협정 제

1.1조(a)(1)(i)의 직접적 자금의 이전(direct 

transfer of fund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

견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는데, 

그 까닭으로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이전’은 

어떠한 것의 이동을 의미하고, ‘자금’은 금전 

또는 어떤 금전적 자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18 

과거 미국의 제소자가 상무부에 대해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보조금 혐의를 제기한 사건

에서, 제소자는 재정적 기여의 유형과 관련

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 또는 상

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유형에 해당함을 주

장하기도 하였고,19 때로는 가격지지 유형의 

재정적 기여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20 위 

전문의 상무부 입장을 통하여 상무부가 우선

적으로 환전 업무를 WTO 보조금 협정 제

1.1조(a)(1)(i)의 직접적 자금의 이전(direct 

transfer of funds)의 유형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2) 혜택 관련 개정 사항21

규정 초안과 비교하여 최종 규정에서 가장 

17 브라질 정부가 상무부에 제출한 ‘Submission of the Government of Brazil on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에서 참조

18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5 FR 6031, 2020.2.4.), pp. 13-15.

19 UTILITY SCALE WIND TOWER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ETITION FO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URSUANT TO SECTIONS 701 AND 731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December 29, 2011) 참조

20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Coated Paper Suitable for High-Quality Print Graphics Using 
Sheet-Fed Press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ptember 20, 2010, pp. 44-46.

21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9 CFR § 351.528 Exchanges of undervalued currencies.
(a) Currency undervaluation-(1) In general. The Secretary normally will consider whether a benefit is conferred 
from the exchange of United States dollars for the currency of a country under review or investigation under 
a unified exchange rate system only if that country’s currency is undervalued during the relevant period. In 
determining whether a country’s currency is undervalued, the Secretary normally will take into account the gap 
between the country’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and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hat achieves 
an external balance over the medium term that reflects appropriate policies (equilibrium REER). 
(2) Government action. The Secretary normally will make an affirmative finding under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only if there has been gov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that contributes to an undervaluation 
of the currency. In assessing whether there has been such government action, the Secretary will not normally 
include monetary and related credit policy of an independent central bank or monetary authority. The Secretary 
may also consider the government’s degree of transparency regarding actions that could alter the exchange 
rate.

(b) Benefit-(1) In general. Where the Secretary has made an affirmative finding under paragraph (a)(1)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normally will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benefit after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i) The nominal, bilateral United States dollar rate consistent with the equilibrium REER; and 
(ii) The actual nominal, bilateral United States dollar rate during the relevant time period, taking into account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gov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2) Amount of benefit. Where there is a difference under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the amount of the 
benefit from a currency exchange normally will be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currency 
the firm received in exchange for United States dollars and the amount of currency that firm would have received 
absent the difference referred to in paragraph (b)(1) of this section. 

(c) Information sources. In applying this section, the Secretary will request that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provide its evaluation and conclusion as to the determinations under paragraphs (a) and (b)(1)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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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혜택 요

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는 당해 규정 개

정을 비판하는 입장은 물론 지지하는 입장에

서도 규정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

정의 구체화를 요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는 규정 초안과 입장을 같

이하고 있으나, 혜택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

한 규정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었으며 정

부의 행위가 통화 저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

우에만 혜택을 인정한다는 점 또한 조문에 

직접 명시되었다. 그러면서도 상무부는 모든 

조문에 ‘일반적으로(normally)’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

로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해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상무부는 

혜택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 

전체의 통화 저평가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개별 기업에 혜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위 

2단계 분석법(two-step approach)을 제시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 351.528(a)에서는 통화의 저평가

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실질실효환율과 균형 실질

실효환율 사이의 격차를 분석할 것을 규정하

고 있고, 둘째, 일반적으로 해당 통화 저평가

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경우

에만 혜택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

에,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중앙은

행의 재정 정책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조사 

대상 정부 통화정책의 투명도를 고려하겠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실효환율과 균형 실

질실효환율의 격차를 산출하는 방식과 관련

하여, 상무부는 최종 규정 전문에서 이를 위

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

사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

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무부가 통화 저평가에 관한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을 조문에 명시한 것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

는데, 혜택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조사 대상 국가의 부담

을 일정 부분 덜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만 통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여러 행위

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상무부는 어느 정

도까지를 통화 저평가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

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향후 조사를 통

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여전히 모

호한 부분으로 남겨두었다.22

다음으로 § 351.528(b)에서는 통화의 저

평가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혜택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

칙적으로 균형 실질실효환율에 부합하는 명

목 대미 달러환율(nominal, bilateral 

United States dollar rate)과 관련 기간 실

제 명목 대미 달러환율의 차이를 혜택으로 

보되, 환율과 관련한 정부 행위의 영향을 고

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별기

업의 구체적인 혜택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

으로 개별 기업의 미국 달러 환전 거래량에 

대하여 해당 통화 저평가가 없었다면 받았을 

국내 통화와 실제로 받은 국내 통화와의 차

이를 바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 이 

부분은 규정 초안과 비교하여 상당히 구체화

22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5 FR 6031, 2020.2.4.), pp. 15-19.

23 Ibid. pp.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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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으로, 규정 초안이 모호하다는 강한 

비판을 수용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

보하고자 하는 상무부의 노력이 반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 351.528(c)에서는 당해 조

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무부가 미국 재무부에 

관련된 평가와 결론을 요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무부는 최종 규정 전문에서 재

무부의 환율 분석과 관련된 상당한 경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환율보고서 등 재무부의 관련 권한과 목적을 

달리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된 최종 권한이 상무부에 있음을 

강조하였다.24

3) 특정성 관련 개정 사항25

최종 규정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규정 초안과 비교하여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약간의 문구변경

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규정 초안에서는 상

무부가 특정 그룹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주로 국제적

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군을 그

룹으로 구성할 수 있다(the Secretary may 

consider enterprises that primarily buy 

or sell goods internationally to com-

prise such a group).’고 규정하였는데, 최

종 규정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국제적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군

을 그룹으로 구성한다(the Secretary nor-

mally will consider enterprises that 

buy or sell goods internationally to 

comprise such a group).’는 문구로 변경

하였다. 사소한 문구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

으나, 기본적으로 상무부가 자신들의 재량을 

확대하고 특정성을 보다 쉽게 인정하기 위하

여 당해 문구를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해당 

개정 초안이 WTO 보조금 협정은 물론 미국

의 국내법에도 상충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

기하였는데, 국제적으로 교역하는 기업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기에는 서로가 너무도 상

이하다는 점이 그 주된 논리였다. 구체적으

로, 브라질 정부는 WTO 보조금 협정 제2

조26의 특정 기업군(certain enterprises)으

로 인정되기 위하여 특정 유형의 상품을 생

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면서 환율은 

24 Ibid. pp. 24-30.

25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9 CFR part § 351.502 Specificity of domestic subsidies. 
(c) Traded goods sector. In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is being provided to a “group” of enterprises or 
industri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771(5A)(D) of the Act, the Secretary normally will consider enterprises 
that buy or sell goods internationally to comprise such a group.

26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2.1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subsidy, as defined in paragraph 1 of Article 1, is specific to an enterprise 
or industry or group of enterprises or industries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certain enterpris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granting authority, the following principles shall apply:
(a) Where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granting authority operates, explicitly 
limits access to a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such subsidy shall be specific.
(b) Where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granting authority operates, establishes 
objective criteria or conditions governing the eligibility for, and the amount of, a subsidy, specificity shall not 
exist, provided that the eligibility is automatic and that such criteria and conditions are strictly adhered to. The 
criteria or conditions must be clearly spelled out in law, regulation, or other official document, so as to be capable 
of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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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군과 무관하게 수평적으로 적용된

다고 지적하였고27, 인도 정부는 특정 기업

군은 ‘알려지고 특정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면서 통화 저평가의 경우 태생적으로 특

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

편, 상무부가 통화 저평가 보조금을 수출보

조금으로 보아 특정성을 간주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단지 수출을 하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바28 통화 저평가를 보조금으

로 보는 경우에도 수출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다.29

상무부는 이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을 인정하기 위한 특정 그룹에 속하기 

위하여 서로 간 공통의 속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상

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기업들을 하나의 인

식 가능한 특정 기업군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판단이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

편, 통화 저평가에 따른 보조금을 수출보조

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무

부는 제소된 내용에 따라 상무부가 개별 사

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관련된 제소가 부재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하며 답변을 회

피하였다.30

Ⅲ.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 
미국 상무부 판정

1.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 

사건31

1) 사안의 개요

미국 노동단체는 2020년 5월 13일 상무

부에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

과를 청원하면서 조세 혜택, 저가의 고무공

급 등 20개의 보조금 혐의를 제기했고, 이 

중 한 개의 보조금으로 통화 저평가 보조금

(Currency Undervaluation)을 포함하였

다. 제소자는 해당 혐의에서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을 통해 지속해서 환율 관리를 하고 있고 외

환시장 개입 내역도 비공개하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IMF보고서 및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

고서를 근거로 하여 베트남 동(VND)환율이 

저평가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1) 중앙은행 및 정부 투자은

행의 환전 업무를 통한 직접적 자금 이전을 

주위적으로, 대미 달러 환율 관리에 따른 민

간 은행의 위임, 지시에 따른 간접적 자금이

전을 예비적으로 하여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2) 구체적인 

27 브라질 정부가 상무부에 제출한 ‘Submission of the Government of Brazil on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에서 참조

28 WTO 보조금 협정 Footnote4에서 ‘The mere fact that a subsidy is granted to enterprises which export shall not 
for that reason alone be considered to be an export subsidy within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29 인도정부가 상무부에 제출한 ‘COMMENTS ON U.S. COMMERCE’S PROPOSAL TO MODIFY REGULATIONS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에서 참조

30 US DEPARTMENT OF COMMERCE, “Modifica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85 FR 6031, 2020.2.4.), pp. 30-35.

31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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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률은 수혜기업마다 다를 것이지만 

IMF 자료상 8.4%의 저평가 내역을 제시하

며32 혜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

며, (3) 2019년 베트남 내 외환 거래 중 상

품 수출자에 의한 외환 거래가 88%에 해당

하는바, 개정 규정에 따라 수출 기업들에 대

한 사실상 특정성이 인정 가능하다고 주장하

였다.33

2)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34 

상무부는 2020년 10월 30일 예비판정에

서 통화 저평가로 인한 보조금의 존재를 인정

하고, 이에 대하여 기업별로 1.16%~1.69%의 

보조금률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재

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분 소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 등을 볼 때 베트

남의 비엣띤은행(Vietinbank)과 비엣콤은행

(Vietcombank)을 정부 공여 당국이라고 인

정하며 정부의 직접적 자금 이전을 인정함과 

동시에, 베트남 정부가 환율 관련 규정 및 통

화정책35 통하여 국내 생산자들을 보조하였다

는 점을 근거로 하여 민간 은행을 통한 환전 

업무에 대하여도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에 의

한 직접적 자금 이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재무부에 

관련한 판단을 요청하였는데, 재무부의 결론

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실질실효환율과 균

형 실질실효환율 간의 차이가 있었고, 더 나아

가 베트남 정부의 개입에 따라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대미달러 베트남 동화의 환율이 4.7% 저

평가되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혜택이 인정된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별기업의 상계관세

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기업의 환전 

규모와 적용 환율, 환전 기간 등을 조사하였으

며 이에 대해 실제 수취한 금액과 상기 4.7%

의 통화 평가절하가 없었을 경우에 수취하였

을 금액의 차이를 보조금률로 판단하였다. (3)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IMF와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 대상 기간 상품 수출, 서

비스 수출, 투자, 국외 소득에 따른 각 베트남

의 미국 달러 유입 내역을 분석하였고, 그중 

상품 수출을 통한 달러 유입이 전체 유입의 

71.94%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특정성을 인

정하였다.36

3)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37

상무부는 2021년 5월 21일 최종판정에서

도 예비판정과 동일하게 통화 저평가에 대하

여 기업별로 1.16%~1.69%의 보조금률을 

32 “Vietnam: Staff Report for the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une 4, 2019), p. 36.

33 상세한 내용은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 TIRES FROM VIETNAM ; PETITION FOR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PURSUANT TO SECTIONS 701 AND 731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May 13, 2020 참조.

34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ctober 30, 2020

35 참고로, 베트남은행의 경우 중앙은행의 규제 하에서 외환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을 결정하고 
있는데, 대미달러환율에 대하여는 일일환율변동제한폭(±3%)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36 Ibid. pp. 20-25.

37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ay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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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다.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절

차는 기본적으로 예비판정 전까지 사실 자료

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예비판정 

이후에는 법률 주장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동 판정에서 통

화 저평가 상계관세 관련하여 총 7개의 쟁점

이 다루어졌다. 그 중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

닌 법률 쟁점의 주요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1) 국제 규범과 미국 국내법상 미국 상무

부가 저평가된 통화에 대하여 보조금

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는 GATT 제15.2조에서 

외환 문제에 있어서 체약 당사자의 조

치가 IMF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

여 IMF의 결정을 수락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점38, WTO 보조금 협정의 

각 조항을 검토하였을 때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는 동 협정에서 규율하는 보

조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성

도 인정될 수 없는 점, 환율 상계관세 

관련한 미국 내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

었으나 번번이 무산된 점39 등을 고려

할 때, 상무부에 이러한 권한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40 이에 대

해 상무부는 IMF 관련 협정 및 미국 

국내법상 어떠한 조항에서도 저평가된 

통화와 관련한 상계조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보

조금 협정 부속서1에서 통화 관련 조

치를 명시하고 있는 점41을 볼 때 외

환 문제에 관련하여 IMF의 전속적인 

판단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

는 한편, 과거 입법 노력의 실패는 현

행법의 해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미

국 법원의 입장42이라는 점을 언급하

며 베트남 정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43 

(2) 베트남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상무부 규정을 개정하여 통

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 내용을 도입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에 대하여 상무부는 상무부가 관세법

38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15.2 2. In all cases in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re called upon to consider or deal with problems 
concerning monetary reserves, balances of payments or foreign exchange arrangements, they shall consult fully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 such consultation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ccept all findings 
of statistical and other facts presented by the Fund relating to foreign exchange, monetary reserves and balances 
of payments, and shall accept the determination of the Fund as to whether action by a contracting party in 
exchange matters i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 with 
the terms of a special exchange agreement between that contracting party and the CONTRACTING PARTIES. 
(후략)

39 2017년 발의된 the Jobs and Trade Competitiveness Act, the 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 등이 있다.

40 상세는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Government of Vietnam’s 
Case Brief, March 10, 2021 참조.

41 미국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WTO 보조금 협정 ANNEX I, ‘ILLUSTRATIVE LIST OF EXPORT SUBSIDIES’ (b) Currency 
retention schemes or any similar practices which involve a bonus on exports를 외환관련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2 Central Bank of Denver, N.A. v. First Interstate Bank of Denver, N.A., 511 U.S. 164, 187 (1994) (Central Bank 
of Denver). 

43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ay 21, 2021,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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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을 통하여 미국 의회로부터 그 

조치의 형태가 무엇이든 산업피해가 

존재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라서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

다.44

(3) 환전 업무가 정부의 재정적 기여 요건

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베

트남 정부는 직접적인 자금 이전은 물

론 어떠한 유형의 재정적 기여에도 속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환전 업무

는 특정의 일방 거래가 아니라 시장의 

환율에 따라 단순히 화폐를 교환하는 

업무이며 화폐의 모든 교환이 어떠한 

식으로든 재정적 기여 요건을 충족한

다고 보는 것은 WTO 보조금 협정 제

1조의 입법 및 협상 기록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논거였

다.45 이에 대해 상무부는 최종 규정

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인용 하면서, 

환전 업무는 문리적 해석상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상무부는 

베트남 정부가 오직 보조금(grant)과 

같은 유형의 자금 이전만 보조금 협정

상 재정적 기여로 볼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출이나 지분

참여(equity infusion)와 같은 유형의 

자금 이전도 재정적 기여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고, 미국의 관련 

규정46상 재정적 기여의 규정은 열거

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베트남 정

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교환된 화폐가 동등한 가

치인지 여부는 혜택의 요건과 관련하

여 문제 된다며 재정적 기여의 요건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47

(4) 본 조사건 환전 업무가 특정적인지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에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이 18개 다른 

산업군에 속하며 75만 개의 기업에 

이르는 등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

을 포함하는 까닭에 이를 특정적이라

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더 나아가 상무부의 분석

이 외화의 유입에 관하여만 집중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

44 Ibid. pp. 9-11.

45 그러면서 베트남정부는 Panel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Treating Export Restraints as Subsidies, WTO Doc. 
WT/DS194/R (adopted Aug. 23, 2001) (“US - Export Restraints”), paras. 8.65, 8.73.을 인용하였다.

46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section771(5)(D) FINANCIAL CONTRIBUTION.-The term ‘‘financial contribution’’ means- 
(i) the direct transfer of funds, such as grants, loans, and equity infusions, or the potential direct transfer of 
funds or liabilities, such as loan guarantees, 
(ii) foregoing or not collecting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such as granting tax credits or deductions from 
taxable income, 
(iii) providing goods or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or 
(iv) purchasing goods

47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in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May 21, 2021, pp.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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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외화 유출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

지 않으므로 새로 마련된 규정과도 부

합하지 않는 분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무부는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기업 간 유사성이 필요하지 아

니하다는 점 및 이러한 기업군이 관련 

없는 여러 기업을 대표하는 것도 가능

하다는 점을 들어 베트남 정부의 주장

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베

트남 정부가 외화의 유입 및 유출과 

관련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IMF

의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언

급하면서도, 통화 저평가와 관련된 보

조금에서는 미국 달러를 조사 대상국 

화폐로 환전하는 기업의 혜택에 관하

여 조사를 하는 것이지 조사 대상국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기업의 

혜택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품을 구매하

는 기업의 환전 규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하였다.48

2.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사건49 

1) 사안의 개요

미국의 트위스트 타이 생산자인 Bedford

는 2020년 6월 26일 상무부에 중국산 트위

스트 타이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청원하

면서 조세 혜택, 우대금융 등 15개의 보조금 

혐의를 제기하였는데, 이 중 한 개의 보조금

으로 통화 저평가 보조금을 포함하였다. 해

당 혐의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인민은행

(People’s Bank of China)과 국가외환관리

국의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를 통

해 외화의 유입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

조하며 IMF 보고서 및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중국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1) 중앙은행 및 정부 투자은

행의 환전 업무를 통한 직접인 자금 이전과 동

시에, 대미 달러 환율 관리를 통한 중국 정부

의 민간 은행에 대한 위임 및 지시에 따른 자

금 이전에 따라 재정적 기여 요건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2) 조사 대상 기간에 관

한 IMF의 자료를 구할 수 없지만, 과거 IMF 

자료 및 미국 재무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혜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3) 

2019년 중국 내 외환 거래 중 상품 수출자에 

의한 외환 거래가 89%에 해당하는바, 개정 규

정에 따라 수출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 특정성

이 인정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50

2)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51

상무부는 2020년 11월 23일 예비판정에

서 통화 저평가에 따른 보조금에 대하여 

AFA52를 적용하여53 각 의무답변 기업에 대

48 Ibid. pp. 16-20.

49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50 구체적인 내용은 TWIST TIES FROM CHINA, PETITION FO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URSUANT TO SECTIONS 701 AND 731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June 26, 2020 을 참조할 것. 

51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sion Memorandum for the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vember 23, 2020 

52 Adverse facts available,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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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0.54%의 보조금률을 인정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1)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분 소유, 관련 법령의 내용54을 볼 

때 중국의 국영 은행은 물론 모든 민간 은행

을 공여 당국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 내 모든 은행의 환전 업무를 정부의 직

접적 자금 이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2)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재무부에 관련한 판단을 요청하였는데, 재무

부의 결론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실질실

효환율과 균형 실질실효환율 간 차이가 있었

으며 중국 정부의 외환개입 불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중국 정부의 개입

에 따라 조사 대상 기간 대미달러 중국 위안

화의 환율이 약 5%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혜택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개별

기업의 관세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기업의 환전 규모와 적용 환율, 환전 시기 

등을 조사하여야 하나 조사 대상 기업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조사하지 못하였

고, 따라서 과거 유사한 프로그램의 보조금

률인 10.54%를 해당 프로그램의 보조금률

로 적용한다고 판단하였다. (3) 특정성 요건

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IMF와 OECD, 중국 세관(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상품 수

출, 서비스 수출, 투자, 국외 소득의 각 중국 

내 미국 달러 유입 내역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상품 수출을 통한 달러 유입이 전체 미국 

달러 유입의 69.9%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특정성을 인정하였다.55 

3)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56

앞선 예비판정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상무

부는 2021년 2월 16일 최종판정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하다

는 점을 언급하면서, 통화 저평가에 따른 상계

관세 부과에 관한 최종 결정을 당해 사건의 첫 

번째 연례재심까지 미룬다고 판정하였다. 그

러면서 통화 저평가 문제는 다양한 경제적 변

동 사항을 포함한 복잡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

으며, 특히 위안화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정보

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혜택과 특정성을 

분석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부연하였다.57 상

무부는 이와 같이 최종 결정을 미루는 것이 상

무부 조사 관행에 있어 이례적이지 않다고 설

명하였으나, 상무부가 AFA라는 강력한 조사 

기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

재를 사유로 하여 예비판정과 입장을 달리하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53 해당 조사 건에서 의무답변 기업은 조사에 대응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만 일부 프로그램(수출 관련 대출, 전력의 저가 공급, 통화 
저평가 등)에 대하여 조사에 대응하였다. 상무부가 의무답변 기업의 비협조에 따라 AFA를 적용하여 산출한 보조금률 상세에 관하여
는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54 가령 상업은행법(the Commercial Banking Law) 제34조에서 “{c}ommercial banks shall carry out their loan business 
upon the needs of national economy and the social development and under the guidance of the state industrial 
policies.”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하며 이는 중국정부가 민간 은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위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55 Ibid. pp. 19-23.

56 US DEPARTMENT OF COMMERC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ebruary 16, 2021

57 Ibid.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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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눈여겨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Ⅳ. 미국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쟁점 
분석 

1. 정부의 재정적 기여 

WTO 보조금 협정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

와 관련하여, 제1.1조(a)(1)에서 4가지 유형

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적 자금 이전, 세입 

포기, 일반적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

는 서비스의 염가 제공 또는 상품의 고가 구

입, 그리고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에 의하여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민간기관이 이행하

는 경우이다. 한편, 제1.1조(a)(2)에서는 가

격지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존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에 따른 상계관

세와 관련하여, 입법 과정 및 판정과정에서 

일관되게 1.1조(a)(1)(i)의 ‘직접적인 자금 이

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는데, 구체적

으로 국영 은행 등 정부 운영 은행의 경우 

제1.1조(a)(1)(i)에 따라, 민간 은행의 환전 

업무에 관하여는 제1.1조(a)(1)(iv) 및 제1.1

조(a)(1)(i)에 따라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그 주체가 국영 은행 내지 국책 은행

인지 혹은 민간 은행인지와 무관하게 환전 

업무가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환전 행위가 

일방적인 금원의 이동이 아니라 양방의 화폐 

교환이라는 점에서 오는 의문일 것인데, 현

행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자금의 이전

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보조금 협정 제1.1조

(a)(1)(i)에서는 직접적인 자금의 이전으로 

무상지원 외에 대출, 지분 참여 등도 규정하

고 있는데, 대출의 경우 일방적인 무상 급여

와는 달리 반환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인바, 

‘직접적인 자금 이전’ 자체가 일방적이고 수

혜적 성격의 금원 이동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

무부의 이 부분과 관련된 판단은 일견 수긍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만, 상무부의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

된 판단 중, 민간 은행의 환전 업무의 경우

에도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에 따른 직접적

인 자금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개별국가

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 것이겠지만, 

이와 같은 판단이 곧 한 국가에서 통일된 수

준의 환율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민간 은행

이 환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당해 환전 업무에 있어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위임 또는 지시’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WTO 

보조금 협정 제1.1조(a)(1)(iv)에서 규정하는 

‘위임 또는 지시’를 해석함에서는 단순히 정

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하고 민간 주체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경제

적 혜택 부여가 정부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경제적 혜택 부여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와 그러한 민간 주체 간 밀접한 연관성

이 요구된다58고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58 이재민,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Indirect Subsidy)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제
12권 제1호, 2005, pp. 123. 민간 기관에 대한 ‘위임 및 지시’와 관련하여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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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그러하다. 

최근 WTO 패널 또한 US – Softwood 

Lumber VII 사건에서 WTO 보조금 협정의 

재정적 기여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단순히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만

으로 정부의 위임 또는 지시가 인정될 수 없

다고 판단한 바 있다.59 정부의 환율과 관련

된 제도가 한 국가의 기준 환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이는 결국 민간 은행의 환전 업

무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환전 

업무를 진행할지, 얼마의 수수료를 부과할지 

등은 개별 민간 은행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바 이러한 민간 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환전 업무가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점은 최근 미국 

상무부의 판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비

판정이기는 하지만 최근 결정된 미국 상무부

의 중국산 제설기 및 부품(Walk-Behind 

Snow Throwers and Parts)에 대한 상계

관세 판정에서,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간 대

미 달러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를 인정하면서

도 중국 정부의 순 외환 매도량 등을 고려하

였을 때 이러한 저평가가 정부 개입으로 인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60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를 개

정 규정에 따라 ‘혜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이보다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

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

무부의 입장은 결국 저평가된 환율의 환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민간 은행에 대한 

‘위임 또는 지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

히 정부가 환율을 결정하는 일상적인 메커니

즘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거나 관련 제도

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비일상적이

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2. 혜택

WTO 보조금 협정 제1.1조(b)에서는 보

조금의 구성요소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4조에서는 구체적인 혜택의 평가

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

은 소위 ‘시장 비교기준’ 법리로 문제가 된 

거래에서 수혜자에 대해 부여된 상업적 조건

과 통상의 시장에서의 거래조건 내지 시장 

관행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혜택을 평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61

상무부는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통화가 저

평가된 경우 혜택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

법론을 마련하고, 조사에 당해 규정을 적용하

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재무부의 관련 판단을 

이의 없이 수용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계적으

로 보조금률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

는데, 그러한 까닭인지 조사 대상 국가 또한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사항을 다투

관하여는 본 논문을 참고할 것.

59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VII, para. 7.606 참조

60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Walk-Behind Snow Thrower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gust 27, 2021, pp. 
46-47.

61 이재민, 유광혁, “ WTO 보조금 협정과 경제적 혜택”, 「국제경제법연구」제9권 제1호, 2011,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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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재무적 방법론이나 사실인정의 측

면을 주로 다투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하여, 미국 재무부는 GERAF(Global Exch-

ange Rate Assessment Framework)라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동 모델을 사용하

여 IMF 등에서 분석한 개별 국가의 실질실효

환율과 균형 실질질효환율의 차이를 조사 대

상 국가 화폐의 대미 달러 환율과 관련한 실질

실효환율과 균형 실질실효환율 간의 차이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62, 이러한 방

법론에 적지 않은 의문 있는 것으로 보이나63 

이는 법리적인 분석과는 거리가 있어 본고에

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도록 한다.

보다 법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는, 통일된 

균형 실질질효환율의 계산 방법이 부재하므

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 및 ‘통화 저

평가에 기여하는 환율 관련 정부의 개입(gov-

ernment action on the exchange rate 

that contributes to an undervaluation 

of the currency)’과 같은 문구에서 볼 수 있

듯 해당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혜택

의 계산에 있어 환율효과의 양방향성을 무시

하고 일방적인 부분만 검토한다는 점도 지적

되고 있다. 즉, 조사 대상 기업이 영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자국 화폐를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를 자국 화폐로 

변환하거나 미국 달러로 책정된 가격의 원자

재를 구매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통화 저평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영업

활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국 달러를 자국 화폐로 환

전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금액으로만 혜택을 

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64 

상무부는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를 조사하

며 특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상품 수출로 

인한 외환 유입 규모를 계산하면서, 보다 명

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에 투입된 수입 원자

재의 가치를 차감하는 등 조정을 가한 바 있

어65 개별 기업의 혜택을 산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

제로 그러한 조정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률의 계산 방식과 그 내역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66 혜택의 산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었으며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및 당해 과정의 

법리적 문제점에 관하여는 현시점에서 검토

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3. 특정성

WTO 보조금 협정 제2.1조에서는 보조금

이 특정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 공여될 경

62 DEPARTMENT OF THE TREASURY, Evaluation and Conclusion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0.8.24.), 
pp. 1-2.

63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국제금융센터, “미 재무부 의 베트남 통화저평가 진단 모델 분석 및 시사점”, 2020 등을 참조할 것.

64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Jaemin Lee, “A Story Half Told-Selective Benefit Assessment in the New US CVD 
Rule for Exchange R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ume 23, Issue 4, (2020), pp. 8-14.를 참조

65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ctober 30, 2020, pp. 23-24 

66 가령 US DEPARTMENT OF COMMERC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inal Determination Analysis Memorandum for Kumho Tire (Vietnam) 
Co., Ltd., May 21, 2021 참조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113

우에만 그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조항은 ‘법률상 특정

성’과 ‘사실상 특정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

용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

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의 양태를 상정하고 

있다.

초기 미국의 통화 저평가에 따른 보조금 

인정 및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논의에서는 

동 보조금을 수출보조금으로 보고 특정성을 

간주하려는 입장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

다.67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금번 규정 개정 

과정에서 특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상

무부는 국제적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군을 그룹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규

정을 신설한 후 개별 사건에서 이를 바탕으

로 쉽게 특정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 주

었는데, 이러한 상무부의 입장에 대해 여러

모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국 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기업이 수혜 대상

인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

다.68

WTO 항소기구 또한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

에서 특정 기업(certain enterprises)의 정

의를 검토하면서, 문언적 해석에 따르면 ‘특

정(certain)’이란 ’알려지고 특정되어지나 명

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그

룹’이란 ‘어느 정도의 상호 또는 공통의 관계 

또는 목적을 갖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유사

성에 따라 하나의 단일체 또는 전체를 구성

하는 다수의 어떠한 사람 또는 사물’이라고 

하면서,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란 알려지고 특정된(known and particu-

larized) 단일의 기업(군) 또는 산업(군)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69 

미국 상무부는 과거 다수의 상계관세 사건

에서 특정성을 굉장히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입장을 통화 저평가 상계관

세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상무부가 전제하는 바와 같

이 정부의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따라 개별국가 

내 환전 업무에 적용되는 환율이 동일하게 적

용되고 그 과정에서 혜택이 발생한다고 본다

면, 환전하는 모든 기업은 무차별적으로 혜택

을 부여받게 되는 것에 다름이 없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렵

다고 생각된다. 가사, 미국의 논리와 같이 ‘국

제적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군’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 

사실상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여

도, 해당 기업군에는 한 국가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러한 기업군을 알려지고 특정된 그룹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더 나아가, 상무부

는 ‘국제적으로 물건을 구매 및 판매하는 기업

군’이 통화 저평가의 혜택을 불균형적으로 많

67 Dr. C. Fred Bergsten, “The Need for A Robust Response to Chinese Currency Manipulation - Policy Option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Including 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Law (2011), pp. 1-2, pp. 5-6. 및 강민지, “환율문제에 대한 통상법적 제재 연구”,「통상법률」제125호, 2015, pp. 60-62 
참조

68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 p. 393.

69 Appellate Body Report,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para.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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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았는지 여부를 비교하면서 그 대조군으

로 서비스 수출, 투자, 국외 소득에 의한 외환 

유입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비스에 대

한 보조금, 투자 행위, 국외 근로 등에 따른 

발생 소득은 WTO 보조금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WTO 보조금 협정과 무관하다는 점

에서도 이러한 검토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

각된다. 

한편, 상무부는 특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

서는 실제로 환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환의 유입 그 자체를 혜택으로 

전제하면서도,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혜택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당해 기업이 실제로 환

전한 외환 규모를 바탕으로 보조금률을 계산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상품 수출을 통해 조사 대상국으로 

상당한 미국 달러를 유입하면서도 환전을 하

지 않고 그대로 보관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

는 특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혜택으로 

인정이 되면서도 혜택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는 배제되는 결론에 이르는바, 상무부의 위 

논리는 각 단계에서의 혜택을 규정하는 방식

이 서로 모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Ⅴ. 마치는 말

본고에서는 통화 저평가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2020년 개정된 미국의 상

무부 규정의 개정 과정과 이러한 규정이 최

초로 적용된 미국 상무부의 판정례 두 건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상무부는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

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사건에서 최초로 통화 

저평가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였는

데, 아쉽게도 해당 조치가 근거한 법리적 논

거를 살펴보면 약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미국 재무부가 금년 4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교역촉진법상 3개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심층 분석

을 한 바 있고70, 미국 정부가 7월 베트남 

중앙은행과 환율 관련하여 인위적인 통화 절

하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기도 하는 

등 미국은 금년에 베트남 동의 대미 달러 환

율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우려를 보였는데, 

이러한 입장이 당해 조사 사건의 판정에 일

부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한다.

각국에서 위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 사건을 전후로 하여 통화 저평가

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확산에 관한 여러 우

려가 있었으나, 이후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상품에 대한 연이은 조사 건에서 완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그러한 우려가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무부가 통

화 저평가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리적인 토대를 마련해놓은 만큼, 상

무부는 미국 정부의 필요 또는 여러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일방적인 조사 진행을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외환개

입 내역을 공개하는 등 외환 관리의 투명성

을 제고하는 한편 환율 문제와 관련하여 미

국과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는 등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

찰대상국에 머무르고 있는 점71 등을 볼 때 

통화 저평가로 인한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에

70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2021.4.16.),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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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외라고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

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상무부의 관련 조사 건의 판정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법

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검

토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환율 결정 메

커니즘 및 민간 은행의 환전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을 차분히 점검하고, 선제적

으로 외환 유입 내역 등을 세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 기업

들 또한 AFA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전 

업무와 관련된 재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

고, 보다 전략적으로 환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는 단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집

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는 정부의 여러 

부처 및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는 점에서 그 대응이 더 어려울 수 있는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선제적으로 이러

한 준비를 해둔다면 향후 효율적인 대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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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Evaluation of 
Modification of Regulations 
and Recent Cases regarding 
Currency Undervaluation in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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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6 April 2020,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has modified two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determination of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The Commerce introduced that these modifications clarify how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benefit or specificity when Commerce is examining a potential subsidy resulting from the 

exchange of currency.

The detail of new regulations is as below. First of all, these regulatory modifications do not 

address the 'financial contribution' but the Department of Commerce stated that the receipt of 

domestic currency from an authority in exchange for U.S. dollars could constitute the financial 

contribution. Second, regarding the condition of 'benefit', the Department of Commerce 

introduced a two-step approach consisting of conducting a REER-based analysis to determine 

if there is potentially actionable currency undervaluation and analysis of firm-specific 

circumstances. Lastly, new regulation stipulated that companies in the traded goods sector of 

the economy can constitute a group of enterpris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is specific.

This paper introduces the proposed rule, the final rule including the Department of 

Commerce's response to comments by interested parties on the proposed rule, and 

Commerce's finding in relevant two cases -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rthermore, this paper 

would like to analyze and evaluate the final rule and findings in these cases 

Keywords : SCM Agreement, Trade Remedy, Currency Undervaluation, Countervailing Duty,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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