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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2021년 2월 외국이 우리 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19건이다.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로 부과되며, 대한 수입규제조치 219건은 반덤핑 165건, 세이프가드 44

건, 상계관세 10건 順으로 반덤핑이 주된 수입규제 조치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무역구제기관(무역위

원회)이 외국 품목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건수는 23건(관세부과 중 21건, 신규조사 2건)으로 많지 않은 편이

다. 한국에서 외국제품에 조치 중인 23건은 모두 반덤핑 조치로, 상계관세는 WTO 출범 이후 조치한 적이 

없으며, 세이프가드는 2002년 마지막으로 조치하였다.

글로벌 수입규제의 특징 중 하나는 수입규제의 도미노 현상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미국, 인도 등 

거대 수입국가의 일방적 수입조치가 강화되자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이 232조 조치를 발동하자 EU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기타국들

도 동조하여 전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 PMS, AFA 등 조사당국의 조사 기법 진화, 제3세계

의 수입규제 증가, 양자세이프가드 등 조치 다양화로 수입규제 대응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수입규

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 수출품목 중 

외국의 수입규제 제소 위험 품목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수입규제, 도미노 현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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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마무리

Ⅰ.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21년 2월 20일 기준 외국이 한국기업

에 대해 부과한 수입규제 조치는 219건이

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

드 등 전통적 무역구제 조치의 형태로 주로 

부과된다. 수입규제 조치 219건은 규제중인 

조치와 함께 한국기업에 대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38건)를 포함한 수치이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조치가 165

건으로 75.3%를 차지하고, 세이프가드가 44

건(20.1%), 그리고 상계관세가 10건(4.6%)

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103건

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하고, 화학제품 

49건(22.4%), 플라스틱·고무제품 20건

(9.1%), 섬유제품 16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중 철강·금속 규제는 미국이 32건

(31.1%)으로 가장 많고, 화학은 인도가 15

건(30.6%)으로 가장 많이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많

은 국가는 미국이다.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수입규제조치가 많은 경향이 있다. 미국이 

46건으로 최다 조치 국가이며, 인도(33건), 

중국(16건), 터키(16건), 캐나다(12건) 순서

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다. 캐나다는 

20세기 초반부터 반덤핑 제도를 운용해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제건수가 많은 편이다. 

한편,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우회덤핑 

조사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우회덤핑 조

사는 규제당국이 한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 

규제를 취하고 있는데, 그 피규제국가의 제

품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을 우회하여 

수출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

이다. 우회덤핑 5건, 우회상계관세 1건이 조

사되고 있다. 

2020년에 개시된 신규조사는 총 38건이

다. 미국이 7건, 인도가 6건을 개시하였고, 

필리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

아시아 국가들 순이다. 조치별로는 반덤핑 

조사 24건, 상계관세 조사 1건, 세이프가드 

조사 13건이 있었다.

Ⅱ. 한국의 대외 수입규제 현황

이에 비해 한국의 무역구제기관(무역위원

회)이 외국 제품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규제

조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상계관세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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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가별 대한 수입규제 현황(2021.2.20)

분류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EU 일본 인도 터키 브라질 태국 인니 말련 기타 합계

규제중 40 16 12 5 7 2 23 13 7 5 7 2 29 168

조사중 6 0 0 3 1 1 10 3 0 4 3 2 18 51

합계 40 16 12 5 7 2 23 13 7 5 7 2 29 168

표1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의 품목별‧유형별 현황(2021.2.20)

구분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67 14 8 1 7 6 103

화학 32 9 0 0 4 4 49

플라스틱·고무 14 1 0 1 3 1 20

섬유 10 2 0 0 2 2 16

전자전기·기계 5 0 0 0 3 0 8

기타 8 3 0 0 5 7 23

합계
128 26 8 2 19 13

196
165(75.3%) 10(4.6%) 44(20.1%)

껏 조치된 적이 없고 주로 반덤핑 조치가 부

과되고 있다. 반덤핑 조사는 1987년 이후 

2021년에 이르기까지 품목기준 총 178건의 

조사신청이 있었고, 이중 131건(73.6%)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현재는 21

개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관세가 부과 중이

고, 2개 품목에 대해서 신규조사가 진행 중

이다. 중국, 일본, 미국, EU, 베트남 등 우리

나라와 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화학, 기계·전자, 종

이·목재, 제철·금속 등이 많은 편이다. 세이

프가드는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9건

의 신청이 있었고, 6건은 긍정판정, 2건은 

부정판정, 1건은 취소되었다. 마지막으로 긍

정판정이 내려진 것은 2002년이다.     

Ⅲ. 전세계 수입규제 현황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2020년 6

월까지 총 7,133건의 조사개시와 4,540건

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조치로만 보면 반덤

핑이 4,012건으로 가장 많고, 상계관세가 

337건, 세이프가드 조치가 191건이 발동되

었다.1 

우리나라는 반덤핑 제소국 순위로는 12위

이지만, 피소국 순위로는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소에 비해 피소

가 많다. 상계관세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피소건수는 31

건으로 세계 3위의 피소국이다.2

1 WTO 통보기준(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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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가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순위 (WTO통계, 1995~2020.6)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비 고

반덤핑

제소국

(건수)

인도
(1,036)

미국
(786)

EU
(523)

브라질
(421)

아르
헨티나
(392)

호주
(366)

중국
(288)

캐나다
(253)

남아공
(234)

터키
(231)

한국
(152) 
12위

피소국

(건수)

중국
(1,440)

한국
(464)

대만
(325)

미국
(303)

인도
(247)

태국
(246)

일본
(231)

인니
(228)

러시아
(176)

말레
이시아
(175)

-

상계

관세

제소국

(건수)

미국
(277)

EU
(87)

캐나다
(73)

호주
(37)

인도
(24)

중국
(13)

남아공
(13) 

브라질
(12)

이집트
(12)

페루
(10)

한국
(0)

피소국

(건수)

중국
(181)

인도
(91)

한국
(31)

인니
(28)

터키
(25)

미국
(21)

베트남
(21)

태국
(20)

이 탈 리
아(16)

EU
(15)

-

세이프

가드

제소국

(건수)

인도
(46)

인니
(35)

터키
(27)

칠레
(20)

요르단
(19)

필리핀
(19)

우크
라이나
(19)

이집트
(15)

미국
(12)

모로코
(11)

한국
(4)
30위

Ⅳ. 최근 수입규제 특징 

수입규제가 취해질 경우 수출국 정부보다

는 수입국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

는 경우가 많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시장 진

출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대응이 조심스

럽다. 최근 글로벌 수입규제 현상의 특징 중 

하나는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규제의 도미노, 수입규제의 덤핑 현상이

라고도 부를 수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미국, 인도 등 거대 수입국가의 일방

적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자 전통적으로 자

유무역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수입규제 조

치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이 

232조 조치를 취하자, EU도 세이프가드 조

치를 취하고, 기타 국가들도 동조를 하면서 

시차를 두고 특정 국가의 수입규제 조치의 

파급효과가 전세계로 퍼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뿐 아니라 과거에 예외를 두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도 증가하고, 조사기간도 단축되는 

등 피제소 기업과 국가에 부담이 되는 조사

관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주요한 특징만 

살펴본다. 

1.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증가

기업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이 반덤핑

이라면 정부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상계관세 조사와 세이프가드 조사이다. 반덤

핑은 수출업자가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을 달

리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기업이 조사 대응을 한다. 그

러나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수

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로 인하여 수입

국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규제당

국이 조사를 하는 것이다. 

기업은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

든 세무·회계자료를 외국 규제당국이 요구하

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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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고, 정해진 기

한 내에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해

서 송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외

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자료를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하고, 통계를 모아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일국의 정

부 당국이 타국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는 부

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료가 

많을 경우 수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한편, 세이프가드의 경우는 수출국 정부나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규제당국의 조치이다. 수출국 기업이 정당하

게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진출을 확대했는데

도, 수입국 규제당국이 수입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가 세이프가드 조치이다. 수입국 정부 입장

에서 발동에 제약 요건이 많고, 수출국 정부

는 수입국 정부에 대해 절차상 요구할 내용

이 많다. 수입국 조치가 세이프가드 조치 조

건에 부합하는지도 따질 수 있고, 양자 협의

를 통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야 한다. 정당

한 수출 행위였음에도 피해를 입게 되는 자

국 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경우

이다.   

2016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조

치는 7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10건으로 확

대 되었고, 2019년과 2020년 1건씩 신규 

조사가 개시 되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4년 49건에서 2020년 4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신규조사 건수가 2016년 11건, 

2017년 8건, 2018년 13건, 2019년 20건, 

2020년 15건으로 증가추세이다. 상계관세

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정부 대응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수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2. 조사 기법의 진화

최근 수입국 규제당국들은 과거의 정형화

된 수입규제 조사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조사

기법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WTO 반

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문에 있는 문구 중 자

주 활용되지 않던 문구를 새로이 해석하거

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적 접근법을 취

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WTO 및 FTA 국내 

이행법안에 규제당국의 재량권을 늘리는 

조항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

이다.

미국의 경우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상황)와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를 자주 

사용한다. 특정시장상황은 수출국 시장이 특

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왜곡되었다고 보고, 

수출국 내에서의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 조사당국이 임의로 정상

가격을 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5년 무역

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통과로 WTO 반

덤핑 협정 2.2조에 별도의 정의 없이 단어로

만 존재하는 특정시장상황(PMS)을 관세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불리한가용정

보(AFA) 적용에 대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여 반덤핑 조사에 적용하였다.3 PMS

는 한국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조사 건

3 Pub. L. NO. 114-27, ‘SEC. 502 consequences of failure to cooperate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a 
proceeding’ ‘SEC. 504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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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는데, 미국 상무부는 

한국정부의 보조금, 중국산 열연 수입, 열연 

조달자와 한국 강관/판재 생산자간 전략적 

제휴,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이 왜곡되었다고 판정

하였다.4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제출한 정

상가격을 부인하고 회귀분석 계량기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5 이후 미국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태국, 오만 등 타 국가로부터

의 수입제품에서도 PMS기법을 적용하였으

나, 한국기업에 대한 PMS 적용건수가 가장 

많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한국

산 철강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PMS 적용에 

대해 일관적으로 증거불충분 판정(한국 승

소)을 내리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산 

OCTG, 송유관, 각관, 일반강관 등에 대한 

PMS 적용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하여, 

상무부에 PMS 적용을 제외하고 관세를 재

산정하도록 명령하였다.6

불리한 가용정보(AFA)는 조사대상 기업이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

지 않아 규제당국이 정확한 마진율을 산정하

지 못할 경우, 제소자들이 제공한 정보 즉 

불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진율을 상향시키

는 조사 기법이다. 명분은 조사대상 기업 또

는 정부의 협조가 없어서 이용가능한 정보로 

마진율을 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피규제 

기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치이

다.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이후 

한국에 대해서 8건의 불리한 가용정보 기법

을 적용시켰고, 한국정부는 2018년 2월 미

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3년간의 분쟁 결

과로 2021년 1월 WTO 패널은 미국 조사당

국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8건 

모두에 대해 WTO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렸

다.7 

2020년 2월 미국 정부는 저평가 환율에 

대해서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상무부 규정을 확정하였고 해당 규정은 4월 

6일부터 발효되었다.8 베트남산 타이어와 중

국산 철사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정부가 최초로 새로운 규정에 근거하여 피조

사국의 환율 저평가 여부를 조사한 케이스이

다.9 예비판정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

는 베트남 동화와 중국 위안화 환율이 각각 

4.7%, 5% 저평가되었다고 공시하며 상계관

세율 산정 시 환율 저평가 요인을 포함시켰

다.10 이러한 환율상계관세의 경우 보조금 

4 OCTG Final Decision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7/04/17/2017-07684/certain -oil-country
-tubular-goods-from-the-republic-of-korea-final-results-of-antidumping-duty).

5 상동

6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lip Op. 20-69’, ‘Slip Op. 20-125’, ‘Slip Op. 20–139’, 
‘Slip Op. 20-147’

7 (WT/DS539/R)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21 January 2021)

8 Federal Register, Vol. 85, No.23(2020.2.4.), 
http://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2-04/pdf/2020-02097.pdf.

9 Federal Register, Vol. 85, No. 125(2020.6.29.), 
http://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6-29/pdf/2020-13957.pdf. Federal Register, Vol. 85, No. 144 
(2020.7.27), http://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7-27/pdf/2020-16232.pdf.

10 U.S. Department of Commerce(2020.10.30), “Decision Memorandum for the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25,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vietnam/2020-24913-1.pdf. U.S. 
Department of Commerce(20.10.30), “Decision Memorandum for the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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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성, 혜

택의 존재에 대해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이견

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신규 조항에 근

거해 최초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한 경우가 나

타난 만큼, 이후 최종판정 결과와 여타의 신

규 상계관세 조사개시 동향 등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제3세계 수입규제 증가

그간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국 등 선

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최근 이런 

동향이 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중 인도와 동남아국가들이 차지하는 비

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2017년, 2018년 각각 2건, 3건의 신규조사

를 개시했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12건

과 6건을 개시하여 신규조사 건수가 크게 증

가하였다.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는 다른 나

라의 규제당국에 비해 피제소기업의 방어권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고, 행정절차가 미비

하여 투명성도 낮아 대응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11 이 밖에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브

라질,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에 대

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수입규제 경험이 많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절차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4. 기타 - 양자 세이프가드 등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로 관세가 양

허된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급증

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 대한 

양자세이프가드 조치는 2018년 한-터키 

FTA에 근거해 터키 정부가 한국산 

Pet-Chip에 대해 2년간 양자세이프가드를 

조치한 것이 최초이며, 2019년에는 한-인도 

CEPA에 근거해 인도 정부가 한국산 화학제

품 무수프탈산(PA)과 폴리부타디엔고무(PBR) 

제품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

여 2020년부터 2년간 관세부과를 조치하였

다.12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다자 세

이프가드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자세이프가

드는 FTA 협정 대상국에 대해 단독으로 적용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상계관세 조사는 상대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축적이 필요하기 때문

에,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

용해온 제도이다. 미국 외에는 인도가 2019

년 한국의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에 대해

서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고,13 캐나다에서 

냉연강재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23, 
https://enforcement.trade.gov/frn/summary/prc/2020-26452-1.pdf.

11 업계에 따르면 인도 조사당국은 신속한 조사를 위한 조사당국의 추가질문 배제, 예비판정 생략, 현장실사를 데스크 실사로 대체, 
조사기간 단축(과거 1년~1년반에서-> 6~8개월) 등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 및 반덤핑 조사신청 통보 및 제소장 발송의 지연 등 
행정 절차 미비

12 인도 무역구제총국 최종판정문 참조, 무수프탈산(Notification Final Findings Case No: SG-08/2019 (dated 28.09.2020),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Final%20Findings.pdf), 폴리부타디엔고무 최종판정문(Notification Final 
Findings Case No: SG-07/2019 (dated 22.10.2020),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Final%20Findings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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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

적 트렌드이지만,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

사를 개시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Ⅴ. 최근 국가별 수입규제 동향

1. 미국

2021년 2월 20일 기준 한국에 대한 미국

의 수입규제 조치는 총 46건(반덤핑 36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최다 제소 국

가이다. 반덤핑 조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

며, 무역특혜연장법에 따라 철강 품목을 중

심으로 AFA와 PMS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

를 부과해왔다, 다만, 최근 반덤핑판정에서

는 다소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또한, 미국은 WTO 출범 이후 277건의 

상계관세 대상 보조금 혐의를 제기하는 등 

전 세계에서 상계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활

용하는 국가이다. 한국 7개 철강 품목에 상

계관세를 부과 중이고 1개 철강 품목에 대해 

신규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상계관세 조

사에서는 수출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

가 확대되고, 조사대상 보조금 프로그램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환율

상계관세를 통해 베트남, 중국을 상대로 상

계관세 예비판정에서 최초로 환율 저평가를 

적용하는 등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

도는 진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조치 중인 세이프가드 중 

한국 관련 조치는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태양

광 세이프가드 2개이며, 2021년 1월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3년 2월까지 2년 추

가 연장되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원심조

치가 2022년 2월까지 유지되고, 이해관계자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몰재심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 EU

EU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8건으로 

반덤핑 7건, 상계관세 0건, 세이프가드 1건

이 부과 중이다. 조치 건수로 보면 반덤핑이 

많은 편이나, 세이프가드의 경우 철강 26개 

품목에 대해 부과 중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

다. 현재 조치 중인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WTO 출범 이후 EU가 발동한 여섯 번째 세

이프가드 조치로 2018년 미국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는 2002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에 대응하여 EU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

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15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2018년 7월 잠정

13 인도 무역구제총국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조사개시문 참조, (Initiation Notification, Case No. CVD -07/2019 (dated 
29.10.2019), 
https://www.dgtr.gov.in/countervailing-duty-investigation/initiation-anti-subsidy-investigation-concerning-imp
orts-styrene

14 캐나다 국경관리청 최종판정문 참조, CRS 2018 IN Cold-Rolled Steel Notice of Final Determination (dated 31, Oct., 
2018), https://www.cbsa-asfc.gc.ca/sima-lmsi/i-e/crs2018/crs2018-nf-eng.html

1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59 of 31 January 2019 imposing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against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OJ L 31, 1.2.2019,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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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부과되고, 다음 해인 2019년 2월부

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최종조치가 부과되었다. 미국의 철강 232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2개 EU 회원국

들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

으며, EU 집행위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16

반덤핑 조치의 경우, 최근에 조사를 개시

(2021.2월)한 고흡수성수지(SAP) 건을 포함

하여 총 7건이다.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주로 철강품목이 대상(3건)이고, 제지(2건), 

석유화학(2건)이 뒤따르고 있다. 그 중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실리콘메탈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중국의 우회덤핑 관련 건이며, 2015

년부터 부과 중인 방향성 전기강판(GOES) 

반덤핑조치의 경우 종료재심이 진행 중

(2020.10월~)이다. 감열지(중량 및 경량 2

건) 반덤핑 조치의 경우, 조치대상인 우리 기

업은 산업피해마진율 상계상 오류 등을 이유

로 관련 2건의 조치 모두를 EU 일반법원에 

제소하였고, 현재 원심(중량감열지) 및 항소

심(경량감열지)이 각각 진행 중이다.

  

3. 인도

인도는 2018년 5월 반덤핑‧상계관세‧세이

프가드‧수량제한 조사 등 상무부 산하 각기 

다른 총국에서 담당했던 조사들을 무역구제

총국(DGTR,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으로 통합하고, 2018년 

12월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여 발간하였다.17 이러한 인도 조사당

국의 공격적인 행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신

규 수입규제조치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6건 등으로 급증하여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33건(반덤핑 28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4건)이다. 품목별

로는 화학 15건, 철강 8건, 고무 3건 순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화학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도는 2019년 다수의 신규 수입규

제 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해 최

초로 2건의 양자세이프가드와 1건의 상계관

세 조사도 개시하였다. 무수프탈산(PA), 폴

리부타디엔고무(PBR)에 대한 양자세이프가

드 조사는 2019년 개시되어 각각 2020년 9

월, 2020년 10월 최종판정이 발표 되었으

며, 양자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PA, PBR에 

대한 관세는 한-인도 CEPA 체결 전의 관세 

수준으로 회귀(PA 0%→7.5%, PBR 0%→

10%)하였다.18 

상계관세 조사는 스티렌부타디엔고무

(SBR)에 대해 2019년 10월 개시되어 2020

년 12월 2% 관세 수준의 최종판정(기존 한-

인도 CEPA에 따라 0%관세)이 발표되었

다.19  이에 따라 SBR에 대한 상계관세는 

16 Notice of initiation concerning the possible extens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pplicable to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2021/C 66/14)

17 인도 무역구제총국 Manual of Operating Practices for Trade Remedy Investigations 참조,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MANUAL%20OF%20SOP.pdf)

18 인도 관세청 무수프탈산 관세통지문 참조(Notification No.44/2020-Customs (dated 18.12.2020,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20/cs-tarr2020/cs44-
2020.pdf;jsessionid=FA18931DAC9B9013915EBA8C23E9854D, 폴리부타디엔고무 관세통지문 참조 (Notification 
No.1/2021-Customs (dated 28.01.2021,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21/cs-tarr2021/cs01-
2021.pdf;jsessionid=011C64184926004A171FCA661E9117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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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까지 인도 재무부에서 관세부과 

고시 여부를 결정(최종판정 후 3개월 이내)

할 예정이다.

4. 중국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17

건(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1건)으로 2020

년 12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와 에틸

렌프로필렌 디엔모노머(EPDM) 2건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이후 현재 조사중인 수입규

제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2020년 중국의 

전체 수입규제 조사는 8건으로 2019년 6건

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조사 대상 국가

는 미국(6건), 호주(2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 미국, EU, 동남아 등이 제소된 PPS, 

EPDM 반덤핑 조사에서는 미국만 200%를 

상회하는 관세를 부과받았다.

Ⅵ. 수입규제조치 대응 및 
분쟁해결

수입규제 조치 대응에 있어서 반덤핑 조치

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대응하고, 상계관세

와 세이프가드 조치는 정부에서 대응한다. 

정부 대응은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공식 절

차에 따른 정부 답변서 제출, 양자 협의, 공

청회 참석 등과 공식 절차는 아니지만 상대

국의 수입규제조치 절차 등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서한 발송을 통해 정정을 요구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규제 유형별 주요 쟁점으로는 반덤핑

에서는 PMS, AFA,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쟁점이다. PMS의 경우 최근 미국 국제무역

법원(CIT)에서 일관적으로 증거불충분 판정

을 내리고 있으며, 아직은 예비판정 단계이

지만 일반강관 예비판정(2021.3)에서는 기

존에 PMS가 적용되던 품목 중 최초로 PMS

가 부정되었다.20 AFA의 경우에도 정부와 

업계에서 CIT와 WTO 제소 대응을 통해 불

합리한 AFA 적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으

며, 2021년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서는 AFA 

적용으로 인한 고율의 덤핑마진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비교적 최근에 

쟁점이 됐으며, 반덤핑 조사에서 주로 이슈

가 되고 있다. 조사당국에서 덤핑가격을 조

사할 경우 피조사기업에게 피조사기업과 특

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판매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피조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내부자료 공개에 민감하여 피조

사기업이 반덤핑조사 대응함에 어려운 점이 

있다.

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대응 과정에서 정

부는 수입국의 조치가 GATT, 세이프가드 

협정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실체적·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제기한다. 실체

적 요건으로는 수입이 i)예측하지 못한 사태

의 진전(unforeseen development)으로 인

해 ii)최근(recent), 갑작스럽고(sudden), 급

격하며(sharp), 중대하게(significant) 증가

19 인도 무역구제총국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최종판정문 참조, (Notification Final Findings Case No: CVD –07/2019(dated 
30.12.2020),
https://www.dgtr.gov.in/sites/default/files/SBR%20-%20Final%20Findings%20-NCV.pdf

2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3/25/2021-06198/circular-welded-non-alloy-
steel-pipe-from-the-republic-of-korea-preliminary-results-of-anti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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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지, iii)이로 인해(인과관계) iv)수입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 우려가 발생

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제기한다. 절차적 요건

으로는 조사개시 등을 WTO에 적절히 통보

하고, 수출국에게 보상협의 기회를 제공했는

지를 검토한다. 끝으로 세이프가드는 수출국

의 공정한 무역에 대한 무역제한적 조치인만

큼,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보장하

는 수출국의 권리로서 수입국에 우리 피해액

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을 제안하고, 보

상합의가 결렬되면 보상 제안액에 해당하는 

양허의 정지를 WTO에 통보할 수 있다.

수입규제조치에 대응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입규제조치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대응할 

경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서

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 제소하거나, WTO 

분쟁 절차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다. WTO 협정에 따른 수입규

제조치가 아닌 양자세이프가드와 같이 FTA

에 따른 조치의 경우 FTA에 규정된 분쟁해

결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다투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

Ⅶ. 마무리

수입규제 조치는 한번 조치가 개시되면 쉽

게 종료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조치건수

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부

과받고 있는 전체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2016년 184건에서 2021년 219건으로 증

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경기회복 등을 위해 보호무

역 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증가추세에 있는 각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전

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입규제 조치는 조사대응만으로도 피소

국 또는 피소업체에게 법률자문과 회계관리 

등으로 인한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조사

단계 이전에 제소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 제소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현지 공관‧상사 등을 통해 제

소배경 또는 조사당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규제 조치는 수입국 

입장에서 수입물량이 급증한 품목 위주로 조

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동향

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특정국의 수입규

제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

동향과 수집한 현지동향을 바탕으로 제소 위

험 품목들을 선별하고, 제소 위험 품목은 상

대국 정부‧업계‧협회에 아웃리치하는 등 조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차단하는 방향으로 대

응 노력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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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Remedies against Korea :
Trends and Response

Trade Legal Affairs and 
Planning Division, MOTIE

As of February 2021, Korean products are subject to a total of 219 trade remedial measures 

from abroad. Trade remedies primarily take the form of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duties. Among the 219 measures against Korea, anti-dumping duties are most 

frequently applied with 165 cases, followed by 44 Safeguards and 10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other han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in Korea (“Korea Trade Commission”) has 

imposed a relatively low number of 23 measures against foreign products, with two of these 

cases still under investigation.

The 23 trade remedies imposed by the KTC all take the form of anti-dumping duties, as the 

KTC has never imposed any countervailing du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 last 

safeguard measure imposed by the KTC was in 2002.

One characteristic of global trade remedial measures is the “Domino” phenomenon that 

occurs when import restrictions are carried out. Due to global overcapacity, major import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India have unilaterally strengthened their import 

restrictions, leading to traditional bastions of free trade following suit and scaling up their own 

trade remedial measures. In the steel sector, the EU imposed steel safeguard 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the U.S. Section 232 tariffs, resulting in an expansion of trade 

restrictions across the globe as other countries responded in turn to such developments. 

Furthermore, following the emergence of diverse trade measures exemplified by advanced 

investigation methodologies such as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nd AFA (adverse facts 

available), increased trade remedies from third countries and the application of bilateral 

safeguards, issuing an adequate response to trade remedies is more challenging than ever. In 

order to effectively stem the tide of trade remed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respond in a thorough manner to each individual investigation procedurally, but also identify 

and address the issue of products likely to be subject to investigation in advance.

Keywords : trade remedy, domino phenomenon,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sa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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