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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PET필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재심사는 PET필름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
장 큰 현안이다. PET필름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섬유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
다. 다양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PET필름시장으로, 양호한 내수 환경을
바탕으로 그간 우리 PET산업은 고속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PET산업은 중국, 태국 등에서 밀
려오는 저부가가치 제품과 일본산 고부가가치 제품 사이에서 성장의 기로에 서있다. PET산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한 정부는 PET산업을 둘러싼 불공정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중국, 인도산
PET제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대만, 태국, UAE
산 제품으로 관세부과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은 저부가가
치의 연포장 중심 산업에서 전기전자 및 산업용 PET산업으로 제품 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나일론이나 부직포의 경우, 구조 전환기에 불공정
무역에 대한 시장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 저가 덤핑 제품의 공세를 차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대거 축소되었는데, 그 결과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마스크 대란으로 이
어졌다. 하반기 예정된 무역구제조치 재심사는 우리 산업이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데 필요성이 여전한지 등에 대한 냉정한 판단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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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PET필름 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수요산업이 포진되어 있는 중요한 PET필름 시장

하반기에 다가오는 대만, 태국, UAE산 PET필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PET필름 기업들

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이다. 2018년 조치

은 여전히 대규모 시장인 포장용 및 광학용 PET제

된 관세 부과는 올해 말 기한이 끝나며 하반기에

품 시장에서 중국, 인도, 대만, 태국산 저가 덤핑

재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PET필름은 우리가 흔하

PET필름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게 접하는 페트병과 같이 음식료 포장용으로 많이

있다. 또한, 편광판, MLCC용 이형 필름 등의 고부

쓰이지만, 제조 현장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

가가치 제품군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기술장벽으

라스틱 소재 중 하나이다. 과거 비디오테이프라

로 인해 일본에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고 불리던 VHS의 주재료였던 PET필름은 현재에

본고에서는 소위 넛크래커(Nut Cracker) 상황

는 전기전자 부품, 디스플레이용, 각종 광고 배너

에 직면해 있는 우리 PET산업의 현재를 점검하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저부가가치

고, 과거에 시행된 무역구제조치의 영향을 살펴

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

봄으로써 하반기 예정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를

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PET필름 산업의 다양한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PET필름 산업 개요 및 현황
(1) 정의 및 산업 구조

의 관세품목이다.1)
세계 PET필름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101억

PET필름은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과의

1,000만 달러 규모로 2026년까지 연평균 4.74%의

축·중합으로 얻어지는 PET필름 Chip을 건조공정

추세로 134억 4,000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

및 용융과정을 통해 면상으로 압출한 후 냉각, 고

로 전망된다.2) 국내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22억

화시킨 다음 종횡연신을 하여 일정한 두께와 물성

달러 규모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부여한 면상 필름을 의미한다.1)수출입 코드는

은 21.7%이다. 자동차,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음

HSK 3920.62.0000과 3920.69.0000 두 개로 분류

식료 등의 다양한 국내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

되며 기본 관세율 8%, WTO협정 양허세율 6.5%
1) 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최종보고서」, 2019. 6. 20.

2) HNY Research(2020), Covid-19 impact on global PET film market
2020 by manufacturers, regions, type and application, forecast to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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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ET필름의 공정 및 용도에 따른 수요산업
광학용
산업용
EG

포장용
성형 공정

PET Film

전기절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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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용

∙ 디스플레이
∙ 섬유
∙ 전기전자
∙ 이차전지
∙ 생활용품
∙ 식품

태양광용

자료：저자 작성.

는 국내시장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영향력

납품한다. 해외 생산자의 경우 수입업자를 통하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국내 PET필름 시장은 안

여 유통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며, 대리점은 외

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기계적 물성 및 가공성

국산 역시 국내산과 동일한 유통 경로를 거쳐 국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 첨단 분야에 주요 소

내 수요기업에 공급한다.

재로 적용되는 등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밝은
시장이다.

(2) 용도별 분류

공급 부문을 살펴보면, 산업 내 소수의 대기업
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서 범용제품까지 다양

PET필름은 크게 BoPET, CPET, A-PET로 구분

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간에도

된다. 이 중 BoPET(Biaxially-originted PET)가 대

선도 대기업과 후발 대기업 간의 주력제품의 차이

표적인 PET필름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

가 존재한다. 선도기업일수록 고부가가치 제품에

는 종류이다. 용도별로는 전기전자용, 광학용, 포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이

장용, 산업용, 그래픽용, 태양광용으로 구분된다.

가시화되면서 후발 대기업 또한 기술개발 투자를

광학용은 제품 내 보호필름이나 LCD에 사용되는

통해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구조 전

백라이트유닛(BLU)의 부재료용인 프리즘 시트,

환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디퓨저 시트 등에 사용된다. 이때 필름의 두께는

PET필름산업 생태계 구조를 살펴보면, 소수

50~250㎛ 정도로 얇아야 하는데 고순도, 전기저

의 대기업이 PET 마스터칩을 이용하여 PET필름

항성, 높은 투명도와 내열성, 증착이 용이해야만

을 생산한다. 이후 PET필름 제조 대기업이 직접

하는 등의 제품 특성이 필요하다.3)

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에 공급하거나 중소 가공

전기전자용은 콘덴서, MLCC(적층형 세라믹콘

기업 혹은 대리점(도매상)이 대기업에서 생산된
PET필름을 공급받아 가공·성형하여 전방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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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성화학 홈페이지(http://www.hyosungchemical.com/kr/business/
fil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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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서 : Multi Layer Ceramic Condensor), 피복·절

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가공

연용, FPCB(연성인쇄회로기판 : Flexible Printed

성과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는 치수안정성이 높

Circuit Board) 등에 사용된다. MLCC는 산업의 쌀

고 광택도 좋아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라 불리며 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등 차세대 산
4)

포장용은 가장 흔하게 PET필름이 적용되는 분

업에 필수적인 소재이며 , FPCB는 휴대가 용이

야로 식음료, 레토르트 및 액상포장을 위해 사용

한 모바일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전기회로기판

된다. 가스 및 수분차단, 내수성과 내열성이 좋아

인데, 높은 유연성으로 인해 최근 스마트폰 등에

야하며,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금속과 혼합해서

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5)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금속 밀착성이 좋아야 한다.

산업용 PET필름은 모바일 및 반도체 공정보호
용, 휴대폰 보호 필름용, 자동차 선팅용, 이형제

또한 식품의 내용물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인쇄
적성이 필수적인 특성이다.6)

품, 접착테이프, 가구 및 건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마지막으로, 태양광용 PET필름은 태양광 모듈

서 활용되고 있다. 산업용 PET필름은 눈으로 보

의 백시트(Back Sheet) 절연 필름에 사용된다. 필

이는 겉표면에 부착되는 형태가 많아 방전처리나

요한 물성은 높은 광반사율, 전기 절연성, 내열성

잉크 및 접착제와의 가공적성, 고광택, 차폐성 등

과 내화성 등이다. 태양광용 PET필름은 높은 고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를 자랑하는데 UV 및 고온·고습 환경에

그래픽용은 실내외 배너나 광고용 표지판, 라

서 장기적으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

벨 및 장식용 등에 사용된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

성능이 높기 때문이다.7)

4) http://melonicedlatte.com/tech/2019/02/14/225630.html
5)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https://news.samsungdisplay.com/20842).

6) 도레이첨단소재(https://www.torayamk.com).
7) http://hwam.co.kr/kr/products/solar-materials/backsheet.do

<표 1> 용도에 따른 PET필름 분류
용도
전기전자용

·콘덴서, MLCC, 피복·절연용,
FPCB

태양광용 ·태양광 모듈 백시트
산업용

산업

특성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등

·투명성, 전기저항성, 인장강도,
내열성

고

·에너지 산업

·광반사율, 전기 절연성, 내열성,
내화성

고

·방전처리, 가공적성, 고광택, 차
폐성

중

·보호필름, 공정보호필름, 이형제
·ICT, 자동차, 가구 및 전 산업
품, 테이프 등
·광고판, 표지판, 배너, 라벨 및
장식용

·마케팅 및 광고업, 인쇄 출판업 ·치수안정성, 고광택

광학용

·BLU용 시트, 보호 필름등

·디스플레이

포장용

·제품 포장, 식음료 포장, 레포트
·식음료산업 및 전산업
르 포장류, 액상포장

그래픽용

부가가치

중

·초박, 고순도, 전기저항성, 투명
도, 내열성 등

중저

·가스 및 수분차단, 금속 밀착성,
인쇄적성, 내수성 및 내열성

저

자료 :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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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용도별 생산구조(비중)
태양광용, 2%

기타, 6%
광학용,
22%

그래픽용, 4%
전기전자,
8%

포장용,
21%

산업용,
32%

자료：저자 작성.

국내 PET필름 생산구조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의 50%

다음과 같다.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용으로

수준인 1조 2,800억원 규모의 PET필름이 수출되

약 32% 수준이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고 있는데, 2009년에 비해 수출 규모는 오히려 축

광학용, 포장용으로 약 21~22% 수준인데, 상대적

소되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내수이다. 2009년

으로 부가가치 수준이 낮은 포장용 및 산업용 생

약 5,500억원 수준이던 국내 내수 규모는 국내 수

산 비중이 아직까지 높은 편이다. 반면, 상대적으

요 증가에 따른 생산설비 증설 효과에 의해 2018

로 고부가가치 영역인 전기전자용 및 태양광용

년 1조 5,600억원 규모로 240% 이상 증가하였다.

은 8%와 2%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편, 수입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009년

(3) 국내 수급구조

이후 3차례의 무역구제조치의 영향으로 평가되는
데, 최근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수요 확대, 중국 등

2018년 현재 국내 PET필름 생산 규모는 2조
2,800억원으로 2009년 1조 4,300억원에 비해 1.5배

후발국 PET제품의 수입 증가 등으로 2009년 수준
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9~2018년 PET필름 생산, 수출, 수입, 내수-국내 PET필름산업 동향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2009

2012

2015

2018

생산

1,430.4

2,237.1

2,081.8

2,280.6

4.8

수출

1234.7

804.3

868.5

1151.5

-0.7

수입

479.6

458.0

402.2

509.7

0.6

내수

551.1

1,866.3

1,535.1

1,564.6

11.0

자료 : 광공업통계, 무역협회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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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T필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현황과 영향
(1)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현황

년 덤핑률 판정을 위한 원심이 시작되어 2018년
최종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대만, 태국, UAE산

현재 우리 정부는 PET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

PET필름에 각각 8.68%, 3.68%, 51.48%의 덤핑률

관세를 중국, 인도, 대만, 태국, UAE 등 총 5개 국

이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 또한

가에 부과하고 있다. 기업들에 가장 큰 피해를 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9)

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산 PET필름에 대한 덤

(2) 무역구제조치의 영향

핑방지관세 심사는 2007년에 원심이 시작되었는
데, 조사 결과 5.67~36.98%의 덤핑률이 판정되어
2008년부터 5.67~25.3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

그렇다면, 실제로 덤핑방지관세는 한국 PET필

되었다. 이후 2011년에 1차 재심이 시작되었으며,

름 시장을 보호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까?

8)

심사결과 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본고에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후 한국

가장 최근에 열린 중국산 PET필름에 대한 2차 재

PET필름 시장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

심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해 중국산 PET필름의 수입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

SKC 등 4개사의 요청으로 2018년에 이루어졌다.

선 2008년 10월 처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된

재심결과, 덤핑방지관세는원심 및 1차 재심 때보

이후 수입량은 9월 410톤에서 10월 65톤으로 약

8)

다 낮아진 7.42~12.92%로 결정되었다.

84.1% 감소하였다. 2008년 전체 중국 수입량 역시

한편,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 PET필름 제품

4,125톤에서 2009년 281톤으로 93.2%가 감소한

중 대만, 태국, UAE에서 수입되는 제품들 역시 덤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수입량 감소가 관

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7

세 부과의 영향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세

8) 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최종보고서」, 2019. 6. 20.

9) 무역위원회, 「대만, 태국 및 UAE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
업 피해유무 최종보고서」, 2018. 4.

<표 3> 중국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단위 : %

덤핑방지 관세기간

덤핑률

산업피해 구제수준

덤핑방지관세 부과율

2008.10.27~11.10.26(3년)

5.67~36.98

25.32

5.67~25.32

1차 재심

2012.5.25~15.5.24(3년)

5.87~36.98

25.32

5.87~25.32

2차 재심

2016.1.13~19.1.12(3년)

7.42~36.98

12.92

7.42~12.92

원심

자료 : 무역위원회(2019).
주 : 산업피해 구제수준은 덤핑물품이 동종물품보다 저가판매된 경우, 덤핑물품이 가격을 인하 또는 상승 억제한 경우 등
에서 동종물품의 판매가와 덤핑물품 판매, 수입가를 계산하여 산정.

2 0 2 0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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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이외에도 수입량 감소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

대중국 수입 금액은 2009년에 전년대비 29.4%가

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2008년 발생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플라스틱제품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무역감소도 수입감소에

(HS Code 3920)은 23.9% 감소하였다. 비슷한 제

영향을 끼친 중대한 외생충격일 수 있다. 따라서

품군으로 PET필름과 유사하게 포장용으로 사용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제품의 비교군

되는 폴리에틸렌(PE) 필름이나 폴리프로필렌(PP)

을 설정하여 실제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효

필름의 경우에는 각각 수입량이 16% 증가, 5% 감

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동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PET필름의 수입

<그림 3> 중국산 필름 수입과 PET필름 관세부과 영향
30,000

25,000
1차 관세부과

20,000

2차 관세부과

3차 관세부과

15,000

10,000

5,00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PET)필름

자료 : 무역협회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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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는 상당 부분 경기적 요인보다는 덤핑방지관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세에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있다. 그러나 2차 관세가 부과된 이후 수입량은

<그림 3>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PET필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관세부과 이전

PE필름, PP필름의 대중국 수입 추이를 보여준다.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그 후 2016년 3차 관세부과

PET필름에 대한 1차 관세부과의 효과는 2차 관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관세부과 효과는 나타나지

세가 부과되는 2012년까지 이어졌으며 수입량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 결론
주요 기업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PET필

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가가치

름 산업은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에도 불구

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범용제품의 시

하고 수요산업 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덤핑

장 내 위상을 유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고부가가

방지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 등에 힘입어 성장

치 분야로 제품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측면

해 왔으며, 이 기간 기술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에서 적정 규모의 산업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은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내 주요 PET

매우 중요하다. 저가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구축

필름 생산기업은 그간 있어 왔던 무역구제조치의

된 탄탄한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소재기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관세부

업들이 고부가제품으로 제품 구조를 확산한 사

과 이후 불공정 덤핑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무역

례에서 이는 잘 나타난다. 산업 생태계적인 측

량이 감소하여 전체 판매량도 증가하였으며, 특

면에서 PET필름과 같은 기초소재의 제조 기반을

히 전기전자용, 산업용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제

확보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이 다수를 형성하

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고 있는 2차 가공·성형산업의 저변과 독자적 역

데 이러한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

량을 확보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불공정 덤핑으

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인 실리콘 코팅, 편

로 인하여 기초소재 부분이 해외에 예속될 경우

광판, MLCC, 태양광용 등에 사용되는 전자재료용

단순 가공·성형 기능만 국내에 남게 되며, 이는

제품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

부가가치의 해외유출과 공급망 안정성에 중대한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준다.

국내 PET필름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적시에

제조기반 상실로 인한 산업 생태계 붕괴 사례

시행된 무역구제조치로 인해 불공정 덤핑가격

는 여타 소재 산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직

의 해외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기반

포나 나일론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중국 등의

2 0 2 0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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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공세로 인해 우리 부직포 및 나일론 산업은

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격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결국 국내 산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에 기초하여 구축된 가

업 기반이 공동화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최

치사슬 체계의 맹점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주

근 발생한 마스크 수급 대란은 필수 소재의 공동

요 글로벌 제조 강국들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화가 초래한 단적인 예이다.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일국의 제조업 경쟁

PET필름은 다양한 용도뿐만 아니라 범용제품

력에 있어 핵심 소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넘어가는 전

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환기에 직면한 매우 중요한 플라스틱 소재이다.

어 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아직까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과정이 진행 중

비롯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산업의 구조전환 성

인데, 안정적인 구조전환 환경에 놓여 있지는 않

과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공급망의 효율성과 안정

다. 여러 차례의 무역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저

성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무역구제

가의 해외 PET필름의 국내시장 침투가 확산되고

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그 조치와 정합성을 맞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대만, 태

춘 PET필름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 및

국, UAE산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을 심사숙고해

제품 확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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