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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ATT시기와 비교하여 WTO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이용 빈도를 보면 반
덤핑조치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는 거꾸로 반감하
였다. 이는 상계조치의 경우 WTO체제하에서 보조금 성격의 지원조치에 대한
WTO 통제가 강화된 점, 그리고 상계조치는 다른 회원국의 정부 조치에 대한
규제인 관계로 국가들은 조사 개시 자체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그 행사 요건이 반덤
핑조치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그 적용 기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점 등이 작
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반덤핑조치의 경우 WTO체제 이후 그 이용이
개도국으로 널리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덤핑 조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대
상 수출 기업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
로 이해된다. 이는 현행 WTO반덤핑협정하에서 제소 남발 등을 방지하기 위
한 개정 협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와 관련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252건으로 2위의 피소국이
기는 하지만, 108건의 제소 건수를 기록, 11위를 차지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우리의 반덤핑규범에 대한 인식 및 입장이 피소자 관점에서
의 투명성 제고 측면 등에 편중되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현행 반덤핑협정의
틀 안에서 운영자 또는 제소자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있어 회원국내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무역구제조
치를 보호무역적 수단으로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공통 요건인 국내산업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그만
큼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 무역구제제도가 갖는 국내산업 보호라는 기
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본고는 고준성·민혁기·이제호(2009),“WTO체제 이후 한국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영 평가 :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제II장을 기초로 수정, 보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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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반적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라
할 때 이는 수입(import)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발생한 피해를 조사, 구제
하기 위한 구제조치의 결정 및 이에
관한 절차 일반을 가리킨다.2) 산업피
해구제조치는 상품의 수입은 물론 서
비스의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하지만, 본고는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AD),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CVD) 및 세이프가드(safegaurds: SG) 등 상품무역 분야의 산
업피해구제조치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이들 조치는 각기 WTO협정
의 일부인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
계조치협정 그리고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
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종의 비상
조치(contingency measures)라는 점
에서 ‘좁은’ 의미의 산업피해구제조
치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다수의 WTO 회원(국)들은
반덤핑,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
의 국내적 이행에 관해 각기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회
원국의 관련 국내법령의 내용은 국가
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WTO법의 통제를 받는다.
본고에서는 WTO체제 출범 이후
이들 조치별로 회원국과 우리나라 무
역구제당국의 운영 추이 전반을 비교
분석하고, 특히 지난 2008년 세계 금
융위기 전후 기간에 있어 그 운영 추
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산
업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있어 시사점
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반덤핑조치
(1) WTO 회원국의 운영 추이 및 현황
1) 연도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 추이
WTO 기간(1995~2008) 중 연도
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 추이를 보
면 2001년을 정점으로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반전됨을 보여 준다(<그
림 1> 참조).
그렇지만, 연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모든 연도에서 150건을 상회
하고 있고, 연평균 건수는 244.7건에
달한다(<표 1 > 참조) . 이는 지난
GATT 시기(1969~94) 중 회원국들
의 연평균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114.6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WTO

2) 이러한 산업피해구제조치는 무역[수입]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흔히
“무역구제(조치)”
(trade remedies or import reliefs)라고 부른다.

2010년 3월

29

<표 1>

WTO시기 중 연도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 비교(1995~2008)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연평균

반덤핑조사
157 225 243 257 356 292 366 312 232 214 200 202 163 208 3,427 244.7건
개시건수
반덤핑
조치건수

119

92

125 170 186 228 169 215 220 152 132 137 107 138 2,190 156.4건

자료 : WTO,“Anti-dumping: Statistics on anti-dumping”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회원들이 종전의 GATT시기에 비해
반덤핑 조사를 상당히 활발히 운용하
고 있음을 보여 준다.
WTO 기간 중 연평균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 대비 조치 발동 건수의 비
율을 보면 약 64%로서 반덤핑 긍정
판정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반덤핑조치의 연도별 발동 건수

<표 2>
순위

추이는 대체로 연도별 조사 개시 건
수 추이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2) 회원국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 추이
WTO 출범 이후 반덤핑 조사 개시

WTO 회원국별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1995~2008)

조사 개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회원국

1

인도

6

21

13

28

64

41

79

81

46

21

28

35

47

54

564

2

미국

14

22

15

36

47

47

75

35

37

26

12

8

28

16

418

EC

33

25

41

22

65

32

28

20

7

30

25

35

9

19

391

아르헨티나 27

22

14

8

23

43

27

14

1

12

12

11

8

19

241

3
4
5

남아공

16

33

23

41

16

21

6

4

8

6

23

3

5

1

206

6

호주

5

17

42

13

24

15

23

16

8

9

7

10

2

6

197

7

브라질

5

18

11

18

16

11

17

8

4

8

6

12

13

23

170

8

중국

0

0

0

0

0

6

14

30

22

27

24

10

4

14

151

9

캐나다

11

5

14

8

18

21

25

5

15

11

1

7

1

3

145

10

터키

0

0

4

1

8

7

15

18

11

25

12

8

6

22

137

11

대한민국

4

13

15

3

6

2

4

9

18

3

4

7

15

5

108

자료 : WTO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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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진국 및 개도국 간 연도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 비중 추이(1979~2007)

자료 : WTO Secretariat.

건수의 회원국별 순위를 살펴보면 종
래 GATT 시기에 반덤핑제도의 사실
상 독점적 이용자였던 미국(2위),
EC(3위), 호주(6위), 캐나다(9위) 등
이 WTO 시기에도 여전히 반덤핑제
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1위), 아르헨티나
(4위), 남아공(5위), 브라질(7위), 중
국(8위), 터키(10위) 등 상위 이용자
10개국 중 6개국이 개도국 회원임이
주목된다(<표 2> 참조). 우리나라는
동 기간 중 108건의 반덤핑조사 기록
으로 11위를 차지하였다.
WTO 출범 이후 반덤핑조치 발동
건수의 회원국별 순위를 보면, 인도(1
위, 386건), 미국(2위, 268건), EC(3
위, 258건), 아르헨티나(4위, 167건),
남아공(5위, 124건), 터키(5위, 124

건), 중국(7위, 108건), 캐나다(8위,
90건), 브라질(9위, 86건), 멕시코(10
위, 81건), 호주(11위, 75건)이며 우리
나라는 66건으로 12위를 기록하였다.
지난 GATT체제하에서 반덤핑조
치를 1건 이상 발동한 적이 있는 체
약당사국은 10여개에 불과하였다. 또
한 동 조치의 대부분이 미국, EC, 캐
나다, 호주 등 4개 선진국에 의해 발
동된 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WTO 출범 이
후 반덤핑조치를 1건 이상 행사한 회
원국 수는 40여개에 달하고, 이들 대
다수가 개도국 회원이다. 또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 건수 통계를 보아도
WTO 출범 이후 개도국의 비중이 선
진국 회원을 추월하고 있을 알 수 있
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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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별 반덤핑 피소 현황

(2)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치 운영 추이
및 현황

WTO 출범 이후 회원국별 반덤핑
절차 피소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중
국이 677건의 제소를 당하여 압도적
으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가 252건으로 2위이며, 미
국(3위) , 대만(4위) , 인도네시아(5
위) , 일본(6위) , 태국(7위) , 인도(8
위) , 러시아(9위) , 브라질(10위) 등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일반적으로 반덤핑절차는 수출지향
적 국가의 기업들이 제소당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반덤핑절차 피
소 건수 순위를 보면 10위내 회원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출지향
적인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이 시
행된 1987년 이후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7~1994년간의 GATT 시
기 중 국가별 기준 25건의 반덤핑 조
사 신청이 있었고, 이는 연평균 3.1건
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WTO 시기
(1995~2009) 중 국가별 원심 기준
반덤핑 조사 신청은 114건으로 이는
연평균 7.6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졌다(<표 4~5> 참조). 이는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GATT 시기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WTO 기간

WTO 회원국별 반덤핑 피소 건수(1995~2008)

순위

피소
회원국

1

중국

20

43

33

28

42

44

54

2

대한민국

14

11

15

24

34

22

3

미국

12

21

15

15

14

12

4

대만

4

9

16

11

22

5

인도네시아

7

7

9

5

20

6

일본

5

6

12

13

7

태국

8

9

5

8

인도

3

11

8

9

러시아

2

7

7

10

브라질

8

10

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자료 : WTO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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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49

55

72

61

73

677

23

23

17

24

12

11

13

9

252

15

12

21

14

12

11

7

8

189

15

19

16

13

21

13

12

6

10

187

13

18

12

8

8

14

9

5

10

145

22

9

14

13

16

9

7

11

4

3

144

2

19

12

16

12

7

9

13

8

9

13

142

12

13

10

12

16

14

8

14

6

4

6

137

12

17

12

9

18

2

8

3

4

6

2

109

6

13

9

13

4

3

10

4

7

2

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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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의 연도별 반덤핑 조사 국가별 신청 건수 추이(1987~2009)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총계

원심+재심 - 3 3
(재심
- (2) 건수)
원심건수 0 1 3

2

-

5

6

8

5 17 18 8

-

-

-

-

- (4) (4) - (5) (2) (6) (4) (9) - (2) (2) (6) (4) (1) (13) (64)

2

0

5

6

8

1 13 18 3

9 17 6 18 15 5
7 11 2

9 15 3

7 15 18 4 14 203
5 11 14 3

1 139

자료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tc.go.kr/ 무역구제 현황을 기초로 재작성.
주 : WTO통계가 재심을 제외한 원심 조사만을 국가별 조사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관계
로 본 표에서도 양자 간의 비교를 위해 원심 조사 신청 건수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표 5>

GATT 및 WTO 기간 중 우리나라의 국가별 원심 반덤핑조사 신청 건수 비교

국가별

GATT 시기(1987~1994)

WTO 시기(1995~2009)

합계

연평균

합계

연평균

25

3.1

114

7.6

자료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tc.go.kr/무역구제 현황을 기초로 재작성.

(1995~2008) 중 반덤핑 조사 개시
기준 국가별 제소 현황을 보면 중국
이 23건으로 1위이고, 일본 2위(14
건), 미국 3위(13건), 인도네시아 4위
(6건), 대만 5위(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동 기간 중 우리나
라 수출제품의 반덤핑 피소 현황을
보면 인도가 44건으로 최다 제소를
하여 1위이고, 미국 2위(29건), EU 3
위(27건), 중국 4위(27건), 호주 5위
(21건), 남아공 6위(15건), 아르헨티
나 7위(11건), 캐나다 8위(8건), 콜롬
비아, 말레이시아 및 뉴질랜드가 7건

으로 공동 9위를 기록하였다.3)

(3) 세계 경기 침체기의 반덤핑제도의
이용 빈도 간 상관 관계
지난 2008년 전후 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일부에서는 국가들의 보
호주의로의 회귀 움직임과 반덤핑제
도의 이용 증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
하였다. 이와 관련 WTO 사무국이
세계 경기 사이클과 반덤핑 조사 개
시 및 조치 발동 건수 간의 상관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0~2008년

3) http://www.ktc.go.kr/ 무역구제 현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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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 세계 GDP 성장률과 반덤핑 조
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를 비교하
였다. <그림 2>에 따르면 1982년,
1991~93년, 1998~99년, 2001~2002
년의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
가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기간 중에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그 전후 기
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던 반면,
전 세계 GDP 성장률은 3% 미만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덤핑조
사 및 조치가 전후 연도에 비해 급증
하였던 시기들을 세계경기 사이클 측
면에서 보면, 1980~82년간은 경기 침

체 및 채무 위기가 발생한 시기였고,
1991~92년간은 경기 위축 및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시기였으며, 1997~98
년은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
기였고, 2001~2002년간은 인터넷 벤
처기업의 거품이 급격히 빠진 시기였
다. 이는 심각한 경기 후퇴기마다 반
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건수가 급격
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4)
한편, 지난 2007년 6월 미국의 베
어스턴스자산운용사(BSAM)의 산하
헤지펀드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된 것
을 시발로 2008년 9월 미국 최대 모
기업체인 패니메이·프레디맥에 대한

<그림 2>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와 세계 경기 사이클 간의 상관관계(1980~2008)

자료 : WTO Secretariat.
주 : 세계 GDP 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에 기초.

4) WTO, World Trade Report 2009: Trade Policy Commitments and Contingency Measures,
2009,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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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대책 발표, Bank of America
(BOA)의 메릴린치 인수 그리고 리
먼브러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 발표를
통해 정점에 달한 후 아직도 계속 중
인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기간 중에
국가들의 반덤핑제도 이용이 증가하
였다. 즉,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
년과 이전인 2007년을 비교해 보면
2007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170
여건에서 2008년에는 210여건으로 증
가하였다. 특히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
하였던 2008년 4분기의 경우 반덤핑

<그림 3>

조사 개시 건수는 65건을 넘어 분기
별 최고를 기록하였다.5)
이상에 따르면, 심각한 경기 후퇴기
에는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반덤핑제
도의 의존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
는 이 기간 중 반덤핑제도상 요건 중
하나인 국내산업에의 피해 발생 가능
성이 그만큼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 반덤핑제도가 갖는 국내산업
보호라는 정책적 효과가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WTO 출범 이

금융위기 중 분기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발동 건수 추이

자료 : C.P. Bown(2009).
주 : 반덤핑조사의 개시 건수는 WTO 전 회원의 통계이고, 반덤핑조치
건수는 상위 20개 주요 이용국만의 통계임.6)

5) C.P. Bown, The Global Resort to Antidumping, Safeguards, and other Trade Remedies
amidst the Economic Crisi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051, The World Bank, 2009,
pp.5~6, 25.
6) 이들 상위 20개 이용 국가는 1995~2007년간 WTO 전 회원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의 90%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조치 건수의 산정 단위는 개별 WTO 회원의 단일 수출국으로부터의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기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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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인 1997년, 2002년 및 2007년과
2009년 중 전후 연도에 비해 반덤핑
조사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금
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였던 2008년
기간 중 반덤핑조사 신청이 유독 낮
았는데 이는 2008년 중 우리나라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하
락하여 수입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상계조치
(1) WTO 회원국

2) 회원국별 상계조치 이용 현황

1) 상계조치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 추이
먼저 GATT 시기와 비교하여 WTO

<그림 4>

WTO 출범(199~2008) 이후 회원
국별 상계조치 조사 개시 건수의 통
계를 보면, 미국 88건(1위), EC 48건
(2위), 캐나다 23건(3위), 호주 9건(5

GATT 및 WTO 기간 중 상계조치 개시 건수의 추이 비교

자료 : WTO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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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회원국의 상계조치 운영 추
이를 보면 반덤핑조치와 달리 WTO
출범 이후 상계조치의 이용이 크게
감소하였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
다음으로 WTO 출범 이후 14년간
연도별 상계조치 조사 개시 건수 추
이를 보면, 1998~2001년간 개시 건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2008년
에도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바, 이들
기간이 앞에서 언급한 경제 후퇴기와
겹치고 있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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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WTO 시기 중 연도별 상계조치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 추이(1995~2008)

자료 : WTO 회원의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통보 자료.

위) 등 4개 회원의 조사 개시 건수가
168건으로 전체 건수의 78%라는 절
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선진 4국은 무역자유화 수준
이 높아 수입시장의 규모가 크고 경
쟁이 치열하여 자국 산업이 수입품과
의 힘든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이들 선진 4국의 무역구
제 당국은 자국 시장에 있어 동등한
경쟁 조건의 확립에 매우 민감하고,
보조금 공여와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
의 규제에 대한 확고한 정책 기조와
역사를 갖고 있다.
이는 이들 4국이 덤핑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이용하여
온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반면, 개도국 회원들의 상계조치 조
사 개시 현황을 보면, 남아공 11건(4
위), 칠레 6건(6위) 등이고 다른 개도

국 회원의 상계조치 조사 개시 건수
는 5건 미만으로 상계조치의 이용에
있어 개도국 회원의 비중이 매우 낮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WTO 출범 이후 반덤핑 조사
에 있어 개도국 회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3) 회원국별 상계조치 피소 현황
WTO 출범 이후 회원국별 상계조
치 피소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개도
국 회원으로서 인도 46건(1위), 중국
23건(2위), 한국 16건(3위), 인도네시
아 11건(5위), 태국 9건(7위), 브라질
과 대만이 7건(공동 9위) 등으로 상
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
가들은 대체로 선발 개도국이면서 산
업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의 육성에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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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TO 시기 중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 추이(1995~2008)

자료 : WTO 회원의 세이프가드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s)
통보 자료.

적극적이고, 수출 지향적인 국가들이
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선진 회원국 중에는 이탈리아
13건(4위), EC 10건(6위), 캐나다 8
건(8위) 등 3개 회원만이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GATT 및 WTO기간
중 아직까지 단 1건의 상계조치 절차
를 개시하거나 발동한 적이 없으나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는 1995~
2008년간 모두 16건의 상계조치 절차
에 피소되었다. 이 중 8건의 상계조치
를 부과받았다.7)

4. 세이프가드 조치
(1) WTO 회원국
1)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및 조치 발동
건수 추이
WTO 기간(1995~2008) 중 세이
프가드의 연평균 조사 개시 건수는
약 12건인바 이는 반덤핑의 연평균
조사 개시 건수 약 245건에 비해 매
우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WTO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9년(15건), 2000년(25건), 2002년
(35건), 2003년(15건) 등 4년이 예년

7) 우리나라에 대한 상계조치 부과 국가를 보면 미국 5건, EU 2건 및 일본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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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많은 15건을 넘고 있다. 이는
1997~98년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1~2002년간 인터넷 벤처기업의
거품 붕괴에 따른 세계 경기의 침체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회원국별 세이프가드 조사 및
조치의 이용자 현황
WTO 기간(1995~2008) 중 세이
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의 국별 통계
를 보면, 인도 15건(1위), 터키 14건
(2위), 요르단 12건(3위), 칠레 11건
(4위), 미국 10건(5위), 체코 9건(6
위), 필리핀 8건(7위), 에콰도르 7건
(8위), 불가리아와 아르헨티나 6건
(공동 9위) 등 상위 10위 안에 속하
는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도국 회원이다.
이는 개도국의 상당수 산업의 경우
선진국 경쟁 산업에 비해 아직 경쟁
력이 취약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경우 세
이프가드는 대체로 구조조정의 목적
에서 사양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
사되는 경향이 있다.
같은 기간 WTO 회원국별 세이프
가드 조치 발동 건수를 보면 터키 11
건(1위), 인도 9건(2위), 칠레 7건(3
위), 미국 및 요르단 6건으로 공동 4
위이고, 그 밖의 국가들은 5건 이하로
발동 건수 자체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회원국별 세이프가드 피소 현황
WTO 출범 이후 2008년까지의 기
간 동안 회원국별 세이프가드 절차
피소 건수 현황을 보면, 개도국 회원
중 인도 27건(1위), 중국 13건(2위),
한국과 브라질 8건(공동 5위), 인도네
시아 7건(7위), 아르헨티나와 남아공
이 4건(공동 9위) 등이다. 선진국 회
원 중에는 EC 및 이탈리아가 9건(공
동 3위), 프랑스 6건(8위)으로 10위
안에 포함되었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WTO 기간(1995~
2008) 중 4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고, 2건의 조치를 부과한 바
있으나 2001년 이후로는 동 절차의
운영이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WTO 회원
들로부터 8건의 세이프가드 절차에
피소되었다.

5. 시사점
먼저 GATT 시기와 WTO 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이용 빈도를 비교
하면, 반덤핑조치는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 비해 상계조치와 세이
프가드조치는 그 이용이 거꾸로 반감
하였음이 주목된다.
이는 상계조치의 경우 WTO체제하
2010년 3월

39

에서 보조금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회
원국들의 보조금 성격의 지원조치에
대한 WTO 통제가 강화된 점, 회원
국의 상계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
결제도에 의한 규율이 가능하게 된
점 그리고 상계조치는 다른 회원국의
정부 조치에 대한 규제인 관계로 상
계조치의 조사 개시는 그 자체로서
사실상 다른 회원국과의 통상 마찰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가들은 조사 개
시 자체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그 행사
요건이 반덤핑조치에 비해 매우 엄격
하고, 적용 기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반덤핑조치의 경우 WTO체
제 이후 그 이용이 개도국으로 널리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덤핑 조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대상 수출 기업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현행 WTO반덤핑협정하에서 제
소 남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협
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반덤핑조치와 관련 우리나라

는 WTO체제하에서 252건으로 2위의
피소국이기는 하지만, 108건의 제소
건수를 기록 11위를 차지하였음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우리의
반덤핑규범에 대한 인식 및 입장이
피소자 관점8)에서의 투명성 제고 측
면 등에 편중되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현행 반덤핑협정의 틀 안에서 운영자
또는 제소자 관점9)에서의 접근도 필
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있어
회원국내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무역
구제조치를 보호무역적 수단으로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이
다. 이는 이 기간 중 무역구제조치의
공통 요건인 국내산업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현실적인 이
유 이외에 무역구제제도가 갖는 국내
산업 보호라는 기대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반덤핑 국별 제소
현황은 중국(1위), 일본(2위), 미국(3
위) 등 주요 수입국들이 주된 대상임
에 비해 우리 기업의 반덤핑 피소 현
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수출 규모가
작은 인도(1위), 남아공(6위), 아르헨
티나(7위),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및

8) 반덤핑절차의 피소자(respondents)라 하면 반덤핑절차에 있어 제소를 당한 수출업자를 가리킨
다. 반덤핑 사건의 경우 제소 자체만으로도 대상 상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덤핑절
차에의 대응을 위한 부담 역시 작지 않다. 이 점에서 피소자들은 반덤핑규범의 객관성·투명
성·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반덤핑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9) 반덤핑절차에 있어 운영자라 함은 절차를 담당하는 수입국의 주무 당국을 가리킨다. 당국은 반
덤핑조치를 통한 국내산업의 보호 등을 달성하기 위해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급적 많은
재량권 내지 융통성을 갖고자 한다. 반덤핑 제소자인 국내산업도 운영자와 같은 입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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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공동 9위) 등이 주요 피소
국에 포함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환언
하면 우리 수출기업의 반덤핑 대응에

있어 미국 및 EU 등 기존의 주요 이
용국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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