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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 협정은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구조를 다루면서 공정한 비교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판매관리비를 생산원가 혹은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금융비용 혹은 이자비용을 판매관리비와 함께 가산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완전

히 동일한 영업구조와 환경 하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율이 높을 수록 덤핑마진율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그 관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회계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관행이 갖

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동 관행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반덤핑협정상 비차별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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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유무역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반덤핑 제도는 그 근거 협정인 GATT 1947 

제Ⅵ조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

용들을 규정한 GATT Ⅵ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즉, 반덤핑협정을 WTO설립과 함께 

도입하였다. 반덤핑협정이 GATT 제Ⅵ조에 

비해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나 회원국이 큰 

틀로서 합의한 것으로,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중 하나의 해석을 조사

당국이 따랐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

였고1, 반덤핑협정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따르고 있다. 

반덤핑협정이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각국 조

사당국이, 심지어 우리 한국의 무역구제 당

국인 무역위원회도, 적용하고 있는 것 중 하

나가 ‘이자비용’을 생산원가 계산시 가산하

는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은 필연적으로 덤

핑마진을 상승시켜 부채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

재무관리이론에서는 자본구조에 따른 기

업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가 오랜 기간 존재

해왔다. 자본구조이론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자본구조가 존재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자비용의 존재와 이로 인한 

법인세 감소 효과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회계와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회계가 구

조적으로 갖는 영구적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자비용’의 처리방식이다. 자금을 주

주로부터 조달한 기업은 주주가 납입한 자금

에 대한 대가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반면, 자금을 채권자로부터 조

달한 기업은 빌린 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자

를 지급하며, 이는 과세소득 계산시 차감되

어 결과적으로 법인세액을 감소시킨다. 즉, 

부채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완전자기

자본기업보다 기업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

이 자본구조이론이다.2

이자비용을 과세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것

은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고, 법인세 부과는 내국민에 대한 

과세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의 규율 대상

은 아니다. 반면, 반덤핑조사에서 생산원가

에 이자비용을 가산함으로써 반덤핑관세 부

담을 증대시키는 관행은 외국 기업에 대한 

조치로서 국제법의 규율 대상이 되며, 자본

구조에 따른 차별적 취급의 결과를 야기하므

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WTO반덤핑협정상의 덤

핑마진의 계산구조를 살펴보고, 이 중 어디

에서 ‘원가’의 개념이 개입하는지를 살펴보

았다. 그런 다음,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비용과 기업활동을 회계학 관점에

서 풀이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법과 관

행을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며 다룬다. 

마지막으로 WTO협정에 대한 합치성을 검

토함으로써 본고를 마무리한다. 이는 법학, 

1 반덤핑협정 17.6조

2 이의경, 김용석, 재무관리-이론과 응용, 2019, p.410-414



84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2호 (통권 제2호)

국제통상학, 그리고 회계학이 만나는 지점의 

문제이고, 학제적 관점에서 이제까지 살펴보

지 않았던 것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으로 합

의된 WTO 협정문의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본론

1. 덤핑마진의 계산구조와 원가의 기능

반덤핑관세는 조사를 통해 산출된 덤핑마

진을 한도로 하여 부과되며 덤핑마진 전액으

로 할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지는 

각국의 재량사항이나3, 본고에서는 덤핑마진 

총액으로 부과하는 미국의 방식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덤핑마진은 정상가치에서 

수출가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4.

정상가치는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발생

한 것으로서 수출국 내에서 소비용으로 판매

된 동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는데5, 

통상적인 상거래(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하

나로 반덤핑협정은 2.2.1조 및 주석5에서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동종물품의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이 생

산원가(고정 및 변동)에 일반판매관리비를 

합한(plus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단위당 금액보다 낮은 경우 

통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가보다 낮은 판매가

격이 제외됨으로써 평균가격이 상승하게 되

고, 그에 따라 덤핑마진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음 <그림1>은 이자비용의 가산

이 덤핑마진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반덤핑협정 2.2조는 수출국 국내 판매가

격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

상가치를 생산원가에 적절한 금액의 일반판

매관리비와 이윤을 가산(plus a reason-

able amount for administrative, sell-

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s)

하여 산정하거나(이를 ‘구성가치’라 한다),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3 반덤핑협정 9.1조

4 반덤핑협정 2.1조; GATT 제Ⅵ조 1항

5 반덤핑협정 2.1조

※ 출처: 저자 작성

그림1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와 ‘이자비용의 가산’이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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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문단에서 다룬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성가치를 사용할 경우

에는 구성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이 상승

하면 정상가치가 그대로 상승하게 되므로 즉

시적인 덤핑마진 증가를 야기한다.

정상가치를 수출국 내수 판매가격, 제3국 

수출가격, 그리고 구성가치 중 어느 것을 기

초로 산정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생산원가 혹

은 구성가치에 가산하는 관행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덤핑마진 상승을 야기하게 된다.

2. 미국의 법과 관행

미국의 법은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

될 원가와 구성가치에 가산할 비용으로 모두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판

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

다. 일반판매관리비만을 규정하고 이자비용

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반덤핑협정과 

동일하다.

∙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될 원가에 

가산할 항목: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of the for-

eign like product in question6

∙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할 항목: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

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a foreign 

like product7으로 규정한 것이다.

관련 법령이 이자비용에 관해 침묵하고 있

는 반면, 미국의 조사당국인 상무부의 관행

은 순이자비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

며, 동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매뉴

얼 9장(생산원가 및 구성가치)은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될 원가의 구성요소로 

“Net Financial Expenses”를 포함하고 있

고8, 구성가치의 구성요소 중 “SG&A and 

Profit”가 Selling, General, and Admini-

6 19 USC 1677b(b)(3) “CALCULATION OF COST OF PRODUCTION.-For purposes of this subtitle, the cost of 
production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A) the cost of materials and of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foreign 

like product, during a period which would ordinarily permit the production of that foreign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B) an amount for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by the exporter in question; and

(C) the cost of all containers and coverings of whatever nature, and all other expenses incidental to placing 
the foreign like product in condition packed ready for shipment.”

7 19 USC 1677b(e). “CONSTRUCTED VALUE.-For purposes of this title, the constructed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1) the cost of materials and fab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merchandise, 

during a period which would ordinarily permit the production of the merchandi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2) (A) the actual amounts incurred and realized by the specific exporter or producer being examined in the 
investigation or review for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for profits,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a foreign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consumption in the 
foreign country (중략)

(3) the cost of all containers and coverings of whatever nature, and all other expenses incidental to placing 
the subject merchandise in condition packed ready for shipment to the United States.”

8 p.7, Antidumping Manual CHAPTER 9:COST OF PRODUCTION AND CONSTRUCT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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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ive Expense 뿐 아니라 “net, actual 

financial expense (i.e., financing cost)”

를 포함한다고 정하였다9. 순금융비용은 최

상위 연결재무제표상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

익 등이 포함된 금융비용을 기초로 계산한

다10.

3. 한국의 법과 관행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되는 원가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

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11으로 정하

였고, 구성가치에 대해서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

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12이라고 정함으로써 

반덤핑협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

어, 역시 이자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

지 않는다. 구성가치에 있어서는 “관세법 시

행규칙에서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

다는 부연설명이 추가되어 반덤핑협정 및 미

국의 법령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에 사용되는 원가에 관

한 ‘조사대상물품과의 관련성’ 규정은 존재

하지 않아 상이하다.

실무 관행은 법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SECTION G 질의서(제조원가 및 구성가격)

를 통해 “순 금융비용(모든 이자수입 항목, 

비용항목, 순이자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

한 총액)”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원가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이자비용을 가

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무역위원회 반덤핑 질의서상 원가데이터 구성항목13

9 p.20, Antidumping Manual CHAPTER 9:COST OF PRODUCTION AND CONSTRUCTED VALUE

10 To compute the per-unit amount of net financial expenses for each reported CONNUM, the per-unit TOTCOM 
reported is multiplied by the net financial expenses ratio.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12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3 p.76,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조사번호: 구제 23-2021-5호), [덤핑사실조사] 반덤핑 
질의서(게시물번호: 0000000436), 2021.8.15

* 항 목 명 항목코드 항 목 설 명

1 시장 (MKT) 시장 구분

2 Control code (CCN) 질문서 Section C-1에서 언급

3 제품 코드 (PRODCOD) 제품 코드

4 POI동안의 매출량 (QTYSOLD) POI동안 판매된 단위당 모델별 조사대상물품의 총량.

5 단위당 COM (COMUNIT) POI동안 판매된 각 모델별의 단위당 COM

6 총 판매비 (SELL)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총 관련비용

7 총 일반관리비 (G&A)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관련비용

8 순 금융비용 (FINANC) 내수/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관련비용

9 총 연구개발비용 (R&D) 내수/ 한국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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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비용에 대한 회계학적 인식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상이

한 정보를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

을지, 시대의 변화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

라 필요하게 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보다 적

절히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회계학의 탄생 이래 끊임 없이 다루

어지는 주제이다. 그 중 대표적인 주제가 기

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기

업의 주인을 기업 자체로 보며 기업의 운영

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한 자, 즉, 채권자와 

주주는 별개의 객체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

면(실체이론), 정해진 금리만을 수령하면 되

는 채권자는 경영성과와 무관하므로 주인으

로 볼 수 없으므로 주주만을 기업의 주인이

라고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자본주이

론).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주 중에서도 배당

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우선주의 주주는 그 

실질이 채권자와 동일하므로 기업의 주인으

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체이론과 자본주이론 간 가장 큰 차이는 

이자와 배당금 처리이다. 자본주이론에서는 

주주에 의해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주주와 회사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따

라서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주주의 자산과 

부채이며, 회사의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

는 모두 자본주에 귀속되게 된다. 자본주이

론에 따르면 비용은 자본주가 부담하게 되는 

지출로 보아 영업비, 법인세, 이자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소유주에게 지출되는 항목은 

이익의 처분에 해당하나 그 이외의 이해관계

자에게 지출되는 항목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

한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반면 실체이론에

서 회사는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사회적 

실체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본

다. 실체이론에서 회사와 자본주는 별개로 

취급하며 자산은 회사의 자산이고 부채 또한 

회사의 부채로 쓰며, 자본주의 자산이나 자

본주의 부채로 보지 않는다. 기업실체의 경

영성과를 측정하는 손익계산서가 중시되며,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잘 반영하는 역사적 

원가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다. 또한 채권

자에 대한 지출(이자)이나 주주에 대한 지출

(배당)을 모두 이익의 처분으로 보며,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도 이익의 처분으로 본다. 

즉, 이익은 기업이 창출한 성과이며, 기업실

체 자체의 이익이 된다. 따라서 주주들은 배

당이 선언되었을 때 배당을 받을 권한을 갖

게 되며, 회사의 이익은 배당선언이 있기 전

까지는 소유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실체

이론에서는 채권자를 주주와 동일한 지분청

구권자로 보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배당과 동

일하게 이익의 처분으로 본다.14

* 항 목 명 항목코드 항 목 설 명

10 기타 (OTHER) 기타 비용

11 총 판매관련 비용 (SELLREL) 6에서 10까지의 합계

12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SELLUNIT)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13 단위당 생산원가 (COPUNIT) 5와 12의 합계

※ 출처: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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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인이 누구인가,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정

보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데, 이자비용을 비

용으로 처리하는 현행 손익계산서는 자본주

이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적이다. 손익계산서와 아울러 주된 재무제표

인 재무상태표는 자산을 좌측에, 부채와 자

본을 우측에 동등한 수준으로 표시하고 있어 

실체이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결손익계산서

가 당기순이익을 지배기업소유주지분과 비

지배지분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은 지배주

주가 실질적인 기업의 소유주라고 보는 시각

이 반영된 것이고, 주당순이익을 기본주당이

익과 희석주당이익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권을 보유한 일부 채권자까지 기업의 주인으

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듯 재무

제표는 다양한 시각과 니즈가 종합적으로 반

영된 것이므로 어느 한 이론이나 시각에만 

입각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에도 손익계산서상 이자 지출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반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원가에 가산하는 현

재의 관행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무제

표는 기업의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손익계산

서 하나만으로는 기업의 활동을 명확히 설명

할 수 없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재무제표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만 가

능하며, 실제로 반덤핑관세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은 손익계산서만을 조사하지 않고 

전체 재무제표를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반덤핑협정이 이자비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회계학적 해석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의 공시에 관한 최

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

138.2는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

매비와 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

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

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

이익(operating income)은 그 용어에서 드

러난 대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의미하며, 매년 반복해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다. 반면, 영업이익 이후에 

표시되는 항목들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타영업외손익이나, 이자수익·비용,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통화선도(파생상

품)거래손익, 통화선도(파생상품)평가손익 등

이 위치하게 된다. <그림2>는 2020년과 

2019년의 경영성과가 비교표시된 손익계산

서의 예시이다.

매출액은 판매가격과 수량의 곱을 누적한 것

이므로 원가미만 판매테스트의 두 비교대상 중 

수출국 내수 판매가격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에 대응된다. 반덤핑협정이 사용한 생산원가

(cost of production)라는 용어와 미국 법에서 

제조원가(cost of materials and of fab-

rication or other processing of any kind 

employed in producing the foreign like 

product)로 표현한 것은 모두 제품을 제조하는 

데 투입된 원가로서 원가회계에서 다루는 재료

14 이윤호, IFRS 재무회계, 2013; 김기동·김태동, IFRS 중급회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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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노무비, 그리고 제조경비를 의미하며, 발생

한 원가는 개별 제품에 배부된 뒤 재고로 존재하

다가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인식되므로, 손익계

산서상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마지막

으로, 반덤핑협정이 말한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는 미국법의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

pense”와 같은 것으로 대부분 기업의 손익계산

서에 “판매관리비”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표시된다.

반덤핑협정 2.2.1조의 원가미만 판매 테스

트가 통상적인 상거래 테스트의 일환으로 시

행되는 것이고, ‘통상적인 상거래(in the or-

dinary course of trade (or business))’는 

비록 반덤핑협정이 ‘거래(trade)’의 관점을 부

각시킨 반면 미국법은 ‘영업(business)’의 관

점을 부각시켰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with 

no special or distinctive features; nor-

mal”의 의미를 갖는 “ordinary”가 결합하였

으므로, 경상적이고 일반적인 영업상황을 전

제로 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반덤핑

협정 2.2.1조의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가 갖는 

당초 목적은 영업손실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비정상 거래로 보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2 손익계산서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판매가격  생산원가  판매관리비 à 비정상 거래로 보아 정상가치 계산시 배제

⇔ 판매가격 – 생산원가 – 판매관리비  0

⇔ 영업이익  0 à 해석: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는 비정상 거래

※출처: 저자 작성

수식1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 산식의 영업이익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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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활동과의 비대칭적 처리 문제

반덤핑협정상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가 영

업이익 수준에서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기업활동을 세 가지로 분류

하는 행태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문단10은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

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현금흐름

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활

동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투

자활동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

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재

무활동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을, 마

지막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으로서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15. 이에 따르면 차입이나 

증자를 통한 자본조달활동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며, 이자와 배당금의 지급은 그 원천

이 되는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재무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6.

여기서 재무활동 이외에도 영업활동이 아

닌 것이 존재하는데, 바로 투자활동이다. 투

자활동은 투자자산과 고정자산을 취득하거

나 처분하는 것인데, 유형자산 처분손실과 

같은 비경상적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 투

자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시키는 근거는 

미국의 관련 법령이나 미 상무부 매뉴얼에 

등장하지 않지만,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수

출기업들은 이들 비용을 투자활동이라는 이

유로 일반관리비 계산시 차감해 오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 굳이 근거를 찾자면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

다는 조건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투자활동으

로 인한 처분손실은 가산하지 않으면서, 재

무활동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가산하는 비대

칭적 처리가 나타나게 된다.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던 고정자산의 처분손실이 투

자활동으로 분류되어 비용률 산정에서 제외

되었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

련성이 없어서 제외되었건, 이자비용 역시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이라서건 생산 및 판

매와 관련성이 없어서건 제외되어야 타당하다.

7. 이자수익과의 비대칭적 처리 문제

미 상무부는 장·단기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 운영자금의 단기투자에 따른 이

자수익만을 상계하여 순이자비용을 계산하

고 있다17. 여기에는 장기투자에 따른 수익

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문단6

16 물론 차입-상환, 증자-감자 등의 활동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이자수익의 수취와 이자비용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와 
지급은 다른 활동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33은 다음과 같이 기업이 처한 산업과 환경에 
따라 달리 취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으나, 본고에서 저자는 자본조달에 수반되는 현금유출을 
재무활동으로 보는 견해를 따랐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17 p.7, Antidumping Manual CHAPTER 9:COST OF PRODUCTION AND CONSTRUCTED VALUE
“In calculating net financial expenses for COP, the sum of the respondent’s interest expenses relating to both 
long- and short-term loans made by the company and net foreign exchange gains and losses are reduced by 
the amount of interest income the respondent earned on short-term investments of its working capital.”



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91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투자활동에 따른 순

손실을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과 재무활동

에 따른 순손실을 원가에 가산하는 비대칭적 

처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대

칭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대칭적으로 처리한 상황에 대한 

근거 역시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조함으로써 부당한 대우

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

장기금융자산과 장기차입금 간에 존재하

는 비대칭적 처리 외에도 순이자수익과 순이

자비용 간에도 비대칭적인 취급이 존재한다. 

장·단기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서 단

기 금융자산에서만 발생한 이자수익을 차감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순이자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이지만, 한국기업들 

중에는 현금을 선호하는 전통 제조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

업들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컨틴전시 플랜

을 통해 현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다18. 현금 유동성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

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수요가 회복될 때에 

빠르게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경우 단기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상태, 즉, 

순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미 상무부는 순이자비용을 원가에 가산

한다는 내용을 매뉴얼을 통해 언급하면서 순

비용(net expenses)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그 순비용을 서술하면서 이자

비용이 이자수익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순이자비용이 마이너스가 되

는 순간, 이는 원가에 가산할 수 없는 값으

로 처리된다.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언급한 

바는 없지만, 미 상무부는 매뉴얼에서 단기 

이자수익만을 이자비용에서 차감하는 이유

가 이것이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운전자본이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필수적인 영업자산이

18 “‘매출 제로’ 쇼크…현금 확보 사활 | 한진·이마트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 현금 고갈 두산, 핵심 계열사도 매물”, 매일경제, 
2020.4.2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426545/ 

비대칭유형 이자수익 이자비용 문제점

장기금융자산에

서 발생한 이자

수익 제외

장기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것

이므로, 혹은 조사대상물품의 생

산 및 판매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차감하지 아니함

단기금융부채와 장기금

융부채 모두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이므로 

생산원가 계산시 가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비대칭적

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조

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의 

연관성 측면에서도 장기금융자산

에 대한 취급과 장기금융부채에 

대한 취급이 상이함

순이자수익 무시 단기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운전자본에서 발생한 것

이므로 순이자비용 계산시 차감

하되 이자비용을 한도로 차감

이자비용은 총액을 생산

원가에 가산

단기금융자산과 단기금융부채 모

두 운전자본이므로,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따라서 

+/-에 관계없이 이를 그대로 가

산하여야 함

※ 출처: 저자 작성

표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간 비대칭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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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이 맞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순이

자수익 역시 원가에서 차감해주어야 타당하

다. 그럼에도, 상무부는 순이자비용은 가산

하면서도 순이자수익은 차감하지 않는 비대

칭적 관행을 보이고 있다.

8. 반덤핑협정 2.2.2조 및 2.2.1.1조와의 

합치성 검토

WTO분쟁을 통해 ‘이자비용’ 혹은 ‘금융

비용’이 쟁점으로 제시된 사건은 없으나, ‘관

련성’에 대한 판례는 존재한다. 반덤핑협정 

2.2.2조는 2.2조 전체에 걸쳐 적용될 판매관

리비를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

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동종물품을 생산·판매

하는 데 적용하는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9. 이 때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와의 관련성에 대해 

US – Softwood Lumber V 사건 패널은 특

정 판매관리비 항목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

이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동종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것으로 

판시했다20. 즉, 수출자에게 특정 비용 항목

의 무관련성에 대한 입증(demonstrate) 책

임이 있다는 것이다. 동 사건은 “동종물품과

의 관련성”에 집중한 것으로, 판매관리비의 

일반적인 특성상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연

관되지 않고 광범위한 제품에 전반적으로 연

관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생산·판매 관련성’ 역시 정확히 이 이슈

를 다룬 분쟁은 없으나, 반덤핑협정 2.2.1.1

조의 비경상원가(non-recurring cost)를 다

루면서 이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사건은 존재

한다. EC – Salmon (Norway) 사건에서 노

르웨이 측은 “비경상원가는 현재 또는 미래

의 생산에 기여할 경우에만 생산원가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하는 비경상원가가 

존재할 경우 동 비용이 여러 기간에 걸쳐 적

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관련된

(associated)’이 ‘기여한(benefit)’ 보다 넓

은 개념이므로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원가가 

생산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21. 즉, 생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성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두 사건 패널의 해석을 종합하면, 

‘판매관리비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

와 구체적인 관련성이나 기여가 없더라도 관

련 원가로서 가산될 수 있다’로 결론이 내려

진다. 하지만 여전히 이자비용을 원가에 가

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릴 수가 없다. 이자비용에 대한 언급이 

WTO 협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다투어

진 바도 없으며, 자금조달 활동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이 영업활동(생산 및 판매)과 관련

되었다는 어떠한 해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19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the amounts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 shall be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f the like produc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tigation.”

20 Panel Report, US – Softwood Lumber V, para. 7.267. WTO ANALYTICAL INDEX Anti-Dumping Agreement – 
Article 2 (Jurisprudence) 문단 131 p.45에서 재인용

21 Panel Report, EC – Salmon (Norway), para. 7.488. WTO ANALYTICAL INDEX Anti-Dumping Agreement – Article 
2 (Jurisprudence) 문단 127 p.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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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덤핑협정 9.2조 불합치

WTO의 기본원칙인 비차별원칙(non-dis-

crimination)은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대우(MFN: most-fa-

vored nation)를 의미한다. 내국민대우는 외

국인을 내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최혜국대우는 외국과 외국 즉, 국가 

간 차별대우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비차

별원칙은 개별 수출기업 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WTO 혹은 GATT의 기본원칙

에 입각한 비차별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반면, 반덤핑협정 9.2조는 “모든 원천으로

부터 차별 없이(on a non-discriminatory 

basis … from all sources)”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EC – Fasteners (China)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는 모두 이 원천

(sources)이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

별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22. 개별 수출자별로 판매한 거래

가격이 달라 상이한 덤핑마진이 산정되고 그

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비차

별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23, 동일한 영

업구조를 가지고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

업들을 자본구조의 차이에 따라 차별대우 하는 

것은 본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이자비용을 원가에 가산하는 관행은 다음

의 이유에서 반덤핑협정과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순이자비용(혹은 순금융비용)을 생산

원가 또는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해서는 안된

다. 설령 이들을 가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부(minus)의 INTEX도 그대로 가산하도록 

관행을 변경하여야 한다.

∙ 생산원가나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항목으

로 영업 외 손익이나 금융손익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이다.

∙ 이자비용은 자본조달활동에 따른 비용으

로 영업활동(생산 및 판매)과 관련이 없다.

∙ 투자활동에 따른 손익을 제외하면서 재

무활동 관련 비용을 가산하는 비대칭적 

처리 관행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 순이자비용 발생시 이를 원가에 가산하

는 반면, 순이자수익 발생시 이를 원가

에서 차감하지 않는 비대칭적 조치는 논

리적 근거가 없다.

∙ 동일한 영업환경 하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수출기업이 보다 높은 반덤핑관세 부담을 

지는 것은 비차별원칙에 위배된다.

아무쪼록 본고가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

는 부당하게 인상된 반덤핑관세율을 다소나

마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한국의 조

사당국에게는 아직 어느 나라도 고민하지 않

았던 사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합

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2 Appellate Body Report, EC – Fasteners (China), para. 338. WTO ANALYTICAL INDEX Anti-Dumping Agreement 
– Article 9 (Jurisprudence) 문단 14 p.6에서 재인용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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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contains various adjustment methods to achieve fair 

comparison while addressing the calculation structure for determining anti-dumping duties. 

One of the various methods is adding SG&A expenses to cost of production or constructed 

value, whereas many countries show a practice of adding financial costs or interest expenses 

as well as SG&A expenses. Even in hypothetical situations, where exporters are in the same 

business environments, this particular practice leads to a higher dumping margin applied to 

the exporter with a higher debt ratio. Showing the practic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examples, the irrationality of the practice is pointed out from the view of Accounting. In 

addition to the legal and accounting groundlessness of this practice, it has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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