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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요약본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ㅇ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ㅇ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금액은 10,000. 물량 등은 1,000

ㅇ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ㅇ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ㅇ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

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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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신청 개요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가. 신청취지

ㅇ ’22.1.7.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의 덤핑수입

(신청인 주장 덤핑률 : 30.0%∼47.6%)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함1)

나. 신청인

ㅇ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

- 대리인 :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학훈,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동운

< 신청인 현황(’20년 기준) >

신청인
구 분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

설립일 2012.7.1.

대표자 민남규

주 소
본사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061

공장
제1공장 :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061
제2공장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313-55(동종물품 생산)

자본금(백만원) 2,000

매출액
(백만원)

총매출액 82,231

동종물품 xxx

주요생산제품 폴리아미드(BOPA) 필름, OPP 필름 등

종업원수
(명)

전 체 xxx

동종물품 xxx

* 자료 : 조사신청서

1) 신청인은 당초 조사신청서를 ’21.12.1.일자로 제출하였으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
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서 보완요청(’21.12.27.)에 대하여 신청인이 ’22.1.7.일자로 조사신청서 보완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동 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공개요약본

- 2 -

다. 피신청인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덤핑률

중국

Cang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30.0%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Xiamen Changsu Industrial Co., Ltd.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40.4%
Thaipolyamide Co., Ltd.

인도네시아
PT. KOLON INA

47.6%
PT. Emblem Asia

* 자료 : 조사신청서

2.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생산품

가. 조사신청물품

ㅇ 품명: 폴리아미드2) 필름(Biaxially Oriented3) Polyamide Film, BOPA

Film)

- 관세품목분류: HSK 3920.92.00004)

- 관세율: 기본세율 8.0%, WTO협정세율 6.5%, 한-중국 FTA협정세율5)

0%~1.3%,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0%

2) 폴리아미드는 아미드기(-CONH-)의 연결에 의해 만들어진 중합체로 된 섬유로서 일반적으로
나일론으로 명칭하기도 함. 미국의 듀폰(DuPont)사에서 캐로더스(Carothers)가 10년간 연구
하여 1937년에 발명하였으며, 독일에서는 퍼얼론 L이라고 불리며, 필름 제조 외에도 섬유,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사용됨.

3) 두 개의 축으로 늘린 것이며, 폴리아미드 필름은 폴리아미드를 기계 진행방향(MD)과 횡방향
(TD)의 양방향으로 늘려서 제조됨. 기계방향(MD)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 따라 이동하는
방향을 의미하며, 횡방향(TD)이란 제품 이동방향의 횡방향을 의미함.

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 「한-중국 FTA」(발효 ’15.12.20.)에 따라 ’18년 1.3%, ’19년이후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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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의: 연신6)가공된, 두께 25㎛7)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단, 금속 등의

증착8), 다른 필름 등과 합지9)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카프로락탐(Caprolactam)10)을 중합11)시켜

제조된 폴리아미드를 연신가공하여 필름화한 것으로, 고투명, 고광택,

무독성 등 필름의 일반 특성과 함께 다른 필름에 비해 뛰어난 내열성

및 내한성12), 가스 차단성13), 인장강도14) 등의 개별 물리적 특성을 가짐.

ㅇ 용도: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됨

ㅇ 유통경로: 국내 수입상이 해외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국내 수요자가 직접 해외수출자(생산자)

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있음

해외 생산자

(수출자)

수입상
국내수요자

ㅇ 제조공정: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하여 얇은 판상형의 형태로

가공하며, 필름 제조공정은 중요 공정인 제막(또는 연신)의 방식에

따라 T-다이15)법과 Tubular 법(또는 원형 다이법)이 있음

6) 길이를 늘리는 것.
7) 마이크로미터(㎛)는 미터의 백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
8) 금속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서 필름에 덮어씌우는 공정.
9) 소재가 다른 여러 필름을 중첩시킴. 포장재의 생산을 위해서는 단일의 필름보다는 여러
소재의 필름을 중첩하여 사용함.

10) 카프로락탐은 합성섬유 및 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주로 폴리아미드 6의
원재료로 사용됨. 카프로락탐은 분자 한쪽에 아민(amine, 질소 유기화합물), 다른 한쪽에
아시드(acide, 산) 반응기를 가지고 있어 단일의 물질만으로 중합될 수 있는 특징을 보임.

11) 중합(Polymerization)이란 어떤 화합물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보다 분자량이 큰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뜻함.

12) 우수한 열수치 안정성을 이용하여 레트르트 등의 살균을 요하는 물품 및 냉동식품 등의
포장용으로 적용됨.

13) 폴리아미드 필름은 다른 소재에 비하여 높은 가스차단성을 보임.
14) 포장재 중 우수한 인장강도의 특성으로 중량물 등의 포장에 사용됨.
15) T-다이: 필름을 압출하여 판상형으로 만드는 기구, 다이의 한 종류로서 압출된 수지의 변형이
뒤집힌 T자 형태로 된다고 하여 붙은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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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다이법) T 모양의 다이에 용융된 폴리아미드를 압출하여 종방향16)

(MD; Machinery Direction), 횡방향17)(TD: Transverse Direction)으로

당겨서 늘리는 방법으로 연신하여 필름화하는 공법임. 종방향 및

횡방향의 연신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축차이축연신이며, 동시에

진행되면 동시이축연신이라 함.

<T-다이 축차이축연신법>

(1) 원료 투입: 폴리아미드 칩과 첨가제를 투입하는 공정

(2) 용융 및 압출 공정: 혼합된 원료를 용융하여 압출시켜 판상 형태로

만드는 공정

(3) 냉각: 판상 형태로 구성된 원료를 냉각하여 결정화 공정

(4) MD방향 연신: 압출된 제품을 여러 롤러의 회전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종방향(MD)으로 연신하는 공정

(5) TD방향 연신: MD 방향으로 연신된 제품의 끝단을 잡아 횡방향

(TD)으로 당겨서 연신하는 공정

(6) 권취: 연신이 완료된 제품을 대형 롤에 마는 공정

(7) 슬리팅 및 포장: 고객의 요구하는 규격에 맞춰 제품의 폭과 길이를

절단하고 포장하는 공정

◯2 (Tubular법) 원형의 다이에 용융된 폴리아미드를 압출 후 공기압을

이용하여 연신하는 방법임. Tubular 방식 생산법에서는 원재료의

투입 및 권취 공정은 T-다이법과 유사하나, 제막공정에서 공기를

이용하여 용융된 폴리아미드를 MD와 TD방향으로 동시에 팽창시켜

16) 종방향(Machinery Direction, MD)은 압출방향과 나란하거나 “기계 가공 방향”을 말함.
17) 횡방향(Transverse Direction, TD)은 압출과 수직 방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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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화하는 차이점이 있음.

< Tubular 방식 생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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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생산품

ㅇ 품명 및 정의 : 조사신청물품과 같음

ㅇ 물리적 특성 등 :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 기능 및 구성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함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비교>

18) 조사신청서 및 신청인 답변서(’22.1.18. 제출)에 따르면, 조사신청물품의 물성표는 중국 및 태국은
신청인이 직접 입수한 중국 xxx社 및 태국 xxx社의 물성표이고, 인도네시아는 xxx社의 홈페
이지에 공개된 물성표를 사용함

19) 한국산업표준(KS)「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이축 연신 폴리아미드(나일론) 필름 KS M
ISO 15987:2003」(산업표준심의회, ’17.7.13. 제정)에 따른 허용기준임

20)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제품에 인장력을 가했을 때 파단에 이르기까지의 최대 하중을
나타낸 값으로 MPa 단위 등으로 표시되며, 1MPa(메가파스칼)은 1,000,000Pa(파스칼)이고,
1Pa(파스칼)은 1㎡(제곱미터) 당 1N(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을 표시하는 단위임. “파단”은
필름의 양 끝을 잡아 당길 때 필름이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현상을 말함

21)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성표상 인장강도의 단위가 달라 국내생산품 기준으로 환산함
(xxxkg/㎡ x 9.8MPa = xxxMPa, 환산율 1kg/㎡ = 9.8MPa 적용)(신청인답변서, ’22.1.18. 제출)

22)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성표상 인장강도의 단위가 달라 국내생산품 기준으로 환산함
(xxxkg/㎡ x 9.8MPa = xxxMPa, 환산율 1kg/㎡ = 9.8Mpa 적용)(신청인답변서, ’22.1.18. 제출)

23) 신장률(Elongation at Break)은 제품에 인장력을 가했을 때 파단에 이르기까지의 늘어난 비율을
나타냄

24) 열수축률(Heat Shrinkage by Heated Air)은 제품을 열풍(160℃)에 일정시간(15∼30분) 노출
하였을 때 수축하는 비율을 나타냄

25) 흐림도(Haze)는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냄
26) 표면장력(Wetting Tension)은 코로나 방전 처리(Corona discharge treatment)를 통하여 표면의

특성 단위
조사신청물품18)

국내
생산품

허용기준
(KS)19)

중국 태국 인도
네시아

두께(Thickness) ㎛ 15 15 15 15 15±1.5

인장강도20)

(Tensile Strength)
MD MPa xxx xxx xxx21) xxx ≥150

TD MPa xxx xxx xxx22) xxx ≥150

신장률23)

(Elongation at Break)
MD % xxx xxx xxx xxx ≤200

TD % xxx xxx xxx xxx ≤200

열수축률24)

(Heat Shrinkage by
Heated Air)

MD % xxx xxx xxx xxx ≤6.0

TD % xxx xxx xxx xxx ≤6.0

흐림도25)(Haze) % xxx xxx xxx xxx ≤8.0

표면장력26)

(Wetting Tension) Treated dynes
/cm xxx xxx xxx xxx ≥40

* 자료 :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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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국내의 다수 수요자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을 교차 사용하고 있고, 두 물품간의 경쟁

으로 판매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등락하는 점 등을 볼 때,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이 유사하고 소비자 평가에 있어 차이가 없음

ㅇ 유통경로 :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거나, 대리점 또는 수입자

단계를 거쳐서 최종수요자에게 유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유통경로가 유사함

<국내생산품의 유통경로>

국내 생산자

유통대리점
(도매상)

국내 수요자

<조사신청물품의 유통경로>

해외 생산자

(수출자)

수입상
국내수요자

부착력이 증가된 필름 표면에 대해 측정하며, dynes/cm은 표면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로서 다인(dyne)은 질량 1g의 물체에 작용하여 1cm/sec2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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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가. 국내생산자

ㅇ 국내생산자는 효성화학(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 등 3개사임

<국내생산자 현황>
(’20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27) 비중(%)
조사신청 찬성여부

조사신청서 무역위 확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xxx xxx 찬 성 찬성

X社 xxx xxx 무응답 무응답

Y社 xxx xxx 무응답 반대

합 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품목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의견서 및 국내
생산자 답변서

나. 수입자

ㅇ 다수의 수입자가 있음

다. 수요자

ㅇ 다수의 수요자가 있음

27) ’20년도 기준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수치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가 제출한 조사신청서 자료,
효성화학(주)가 제출한 자사의 답변서 자료,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제출한 자사의 답변서
자료를 각각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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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수급 현황

ㅇ 국내의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는 ’20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

내소비가 xxx톤으로 xxx%, 해외소비(수출)가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ㅇ 국내의 폴리아미드 필름 공급은 ’20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

내공급이 xxx톤으로 xxx%, 해외공급(수입)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단위 : 톤, 백만원, %)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
요

국내
소비

(내수)

물량 1,000 1,141 14.1 1,216 6.6 618 615 △0.6

금액 10,000 9,727 △2.7 8,343 △14.2 4,360 4,677 7.3

해외
소비

(수출)

물량 1,000 831 △16.9 684 △17.7 365 283 △22.4

금액 10,000 7,110 △28.9 5,213 △26.7 2,883 2,401 △16.7

합계
물량 1,000 1,066 6.6 1,087 2.0 557 534 △4.1

금액 10,000 9,172 △8.3 7,680 △16.3 4,047 4,194 3.6

공
급

국내
공급

(판매)

물량 1,000 943 △5.7 870 △7.8 447 444 △0.5

금액 10,000 8,081 △19.2 6,476 △19.9 3,393 3,569 5.2

해외
공급

(수입)

물량 1,000 1,212 21.2 1,345 11.0 687 641 △6.8

금액 10,000 10,348 3.5 8,977 △13.2 4,752 4,869 2.5

* 자료 : 조사신청서
* 국내소비(내수) = 국내공급(판매) - 해외소비(수출) + 해외공급(수입)
* 국내공급(판매) = 국내출하 +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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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취급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ㅇ 비밀취급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성격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ㅇ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인 경우,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ㅇ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관계 법규 >

ㅇ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
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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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규 >

ㅇ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ㅇ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

되어야 한다.

ㅇ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조사신청서, 신청인 의견서 등

ㅇ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이해관계인 의견서, 통계자료 등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사유 제출 여부

ㅇ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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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밀취급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우려 여부

ㅇ 신청인은 조사신청서 및 별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제조원가,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거래선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의

제공자, 가격정보 및 시황에 관한 사항 등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사유를 제출함

ㅇ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통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공포

되지 않은 회계자료 등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사유를 제출함

ㅇ 조사실은 조사신청서 및 별첨서류, 신청인 의견서, 이해관계인 의견서

및 통계자료 상의 비공개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함

라. 비밀취급 자료의 요약서 제출 여부

ㅇ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제출한 비밀취급 요청 자료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로서 비밀취급 요청 자료의 공개본을 제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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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개시 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ㅇ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ㅇ 조사에 찬성한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ㅇ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ㅇ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ㅇ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ㅇ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 여부

-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산업의 피해가 경미한지 여부

-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

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 관계 법규 >

ㅇ 관세법시행령 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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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규 >

ㅇ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
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관세법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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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규 >

ㅇ 관세법시행령 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개시)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

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ㅇ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②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

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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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규 >

ㅇ WTO 반덤핑협정 제4.1조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상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다음의
예외가 있다.

(i) 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28)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은 나머지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ㅇ WTO 반덤핑협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의 존재 ,
정도 및 영향을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ㅇ WTO 반덤핑협정 제5.2조

제1항의 신청은 (a)덤핑, (b)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c)덤핑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i)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대한
기술. 서면신청이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생산자
(또는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협회)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8) 이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 (a)동인들 중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b)동인
들이 함께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또는 (c)동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들중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 또는 감독을 행할
위치에 있을 경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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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규 >

(ii) 덤핑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 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iii) 당해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용도로 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에 판매되는 가격이나 구성가격에 관한 정보)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iv) 제3조제2항과 제4항에 열거된 국내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덤핑혐의가 있는 수입품의

물량의 추이에 관한 정보, 동 수입이 국내시장의 동종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ㅇ WTO 반덤핑협정 제5.3조

당국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ㅇ WTO 반덤핑협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당국이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의해 표명된

신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관한 검토에 근거하여, 동 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신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산업의 부분이 생산한 동종의 상품의 총생산의 50%를

초과하는 총체적 산출량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가 지지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

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총생산이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

상품의 총생산의 25%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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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규 >

ㅇ WTO 반덤핑협정 제5.7조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a)조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그리고 (b)

그 이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

로부터 개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된다.

ㅇ WTO 반덤핑협정 제5.8조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

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은

최소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 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

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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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신청 자격 유무

ㅇ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조사신청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이며,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29)와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조사신청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산업에 해당됨

ㅇ 따라서, 신청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조사신청 자격이 있음

2. 국내산업의 대표성 충족 여부

가. 국내생산자 현황

ㅇ 해당 국내산업 주무부처(화학산업팀)30)에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효성화학(주), 제이케이

머티리얼즈(주) 등 3개사임

나.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ㅇ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 등은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산업의 대표성 충족

여부 판단에 앞서, 효성화학(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코오롱인더

스트리(주) 등 국내생산자 3개사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함

29)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확인 결과,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21.5.1.
∼’21.10.31.)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음

30) 조사신청물품과 동종물품인 폴리아미드 필름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임.
“참고 6.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의견” 참조



공개요약본

- 20 -

1)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ㅇ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제이케이머티

리얼즈(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국내

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2) X社

ㅇ 조사신청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X社는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의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자의 지분 50%초과를 보

유하고 있고 그 출자목적이 경영참여이며 종속회사로 포함시키고 있

어31)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 및 판

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

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

로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X社는 신

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신청물품

xxx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바, 이는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조사신

청물품 전체 수입물량의 근소하지 않은 비중 및 對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수입물량의 상당한 비중32)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으로서 X社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X社의 분기보고서 중 “연결대상 종속회
사 현황(상세)”에서는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자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
으며, 그 “지배관계 근거”를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 1110호 7)”라고 표시하
고 있고, “타법인 출자현황(상세)”에서는 그 “출자목적”을 “경영참여”로 표시하고 있음

32)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21.5.1.∼’21.10.31. 기간 중 X社의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근소하지 않은 비중이
고, 동 기간 우리나라의 對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상당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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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X社는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의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자

와 특수관계에 있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

∼’21.10.31.)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X社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Y社

ㅇ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Y社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신청물품 xxx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바, 이는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조사신청물품

전체 수입물량의 상당한 비중 및 對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수입

물량의 상당한 비중33)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으로서 Y社를 관세법 시행

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Y社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Y社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됨

4)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결과

ㅇ 이상의 검토 결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효성

화학(주) 등 국내생산자 3개사 중 코오롱인더스트리(주)와 효성화학

(주)는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 조사신청 건의 국내산업의 범위에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의 1개 국내생산자만 포함됨

33)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21.5.1.∼’21.10.31. 기간 중 Y社의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상당한 비중이고, 동
기간 우리나라의 對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상당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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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산업의 대표성 충족 여부

ㅇ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 제이케이머티리얼(주)를 제외한 코오롱

인더스트리(주)와 효성화학(주)는 조사신청 찬·반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조사실이 이들 2개 국내생산자에 대해 조사신청

찬·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Y社는 조사신청에 “반대”하였고, X社는 조

사신청 찬·반 여부에 대해 “무응답”하였음34)

ㅇ 그러나, 앞서 ‘나.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산업의 범위에는 제이케이머티리얼(주) 1개사만 포함되므로, 본 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는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의

100%이므로 최소기준인 50%를 초과하며,

-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생산량합계는

’20년도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0%(xxx톤)이므로 최소기준인 25%

이상인 바, 본 조사신청 건은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충족함

<국내생산자 조사신청 찬ㆍ반 의견 현황>

국내생산자
2020년도 조사신청 찬·반 여부 국내산업

포함여부생산량(톤) 비중(%) 조사신청서 무역위 확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xxx xxx 찬성 찬성 포함

(국내산업 합계) (xxx) (100.0)

X社 xxx xxx 무응답 무응답 제외

Y社 xxx xxx 무응답 반대 제외

국내생산자 합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및 국내생산자 답변서

34) 조사실이 ’21.12.1.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 대해 본 건 조사신청 찬·반 의견을
요청한 바, Y사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X사는 “무응답”입장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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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실은 이상과 같은 국내산업의 범위 및 대표성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Y사 등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 5>*에서 검

토함

* 참조 : <참고 5> ‘국내산업의 범위 및 대표성 관련 이해관계인 주요 의견 검토’

3.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ㅇ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에 대해 중국 30.0%, 태국 40.4%, 인도네시아

47.4%의 덤핑률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 증빙자료: (중국) Tecnon OrbiChem35) 월별 가격 모니터링 보고서, 신청인의
2020년 재무제표, 세계은행의 GDP 조회자료, xxx의 이윤 증빙자료, 관세청수입
통계자료, 보험료 및 해상운송료 견적서, 수출선적서류, (태국) 태국산 물품의
실제 견적가격 증빙, 2021년 1분기의 환율,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보험료 및 해상
운송료 견적서, (인니) xxx의 2020년 재무제표, xxx의 이윤 증빙자료, 관세청 수입
통계자료, 보험료 및 해상운송료 견적서 등

ㅇ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성가격 산정을 위한 주요 원재료의

2020년 연평균 국제시세 자료, 국내산업(중국) 또는 공급국 기업(인니)의

가공비 단가자료, 판관비 등과 관련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함*

* 내륙운반비 등 직접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정한 비교를 위해 수출가격 산정
시에도 내륙운반비를 조정하지 않음

- 수출가격과 과세가격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세청의 무역통계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조정요소로 해상운임, 해상보험료를 제시하고 견적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함

ㅇ 태국의 경우, 신청인은 정상가격에 대한 증빙으로 태국의 유통회사

두 군데로부터 입수한 피신청인의 견적가격의 평균 자료를 제출함*

* 내륙운반비 등 직접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정한 비교를 위해 수출가격 산정

시에도 내륙운반비를 조정하지 않음

35) Tecnon OrbiChem (https://www.orbichem.com)은 1976년부터 전세계의 석유화학 산업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임. 신청인도 원재료 구매시 Tecnon OrbiChem의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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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가격과 과세가격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세청의 수입통계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조정요소로 해상운임, 해상보험료를 제시하고 견적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함

ㅇ 조사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각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ㅇ 신청인은 ’18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국내생산품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국내판매량, 시장점유율, 재고율, 판매가격, 손익, 제조원가,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시장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고 재고율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이며,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ㅇ 조사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각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ㅇ 신청인은 ’18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시장

점유율 및 판매가격 자료와 국내생산품의 국내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적정판매가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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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은 ’18년부터 ’21년

상반기 기간 중 국내생산품보다 저가에 판매되었고, 수입물량과 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 국내생산품은 판매가격과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음

ㅇ 조사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각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6.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 여부

가.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신청인이 제시한 공급국의 덤핑률은 중국 30.0%, 태국 40.4%, 인도네

시아 47.4%로서 미소마진 기준36)을 초과하므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조사신청일 직전 1년37)(’20.11.1.~’21.10.31.)의 총수입물량 대비 조사신청

물품의 수입비중은 상당한 비중38)으로서 미소수입물량 기준39)을 초

과하므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6)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100분의 2 미만

37) 미소수입물량 여부는 조사신청일 직전 정보이용이 가능한 1년을 대상으로 판단함(국내산업
피해조사 실무지침 Ⅲ.2.바)

38) 조사신청일 직전 1년간(’20.11.1.~’21.10.31.) 총수입물량(약 xxx톤) 중 중국산이 약 xxx톤
(xxx%), 태국산이 약 xxx톤(xxx%), 인도네시아산이 약 xxx톤(xxx%)으로 조사신청물품 수입
물량은 약 xxx톤(상당한 비중)임(관세청 수입통관자료)

39)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
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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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한지 여부

ㅇ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18년 약 xxx

억원, ’19년 약 xxx억원, ’20년 약 xxx억원, ’21년 상반기 약 xxx억원

으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년도의 영업이익은 ’18년도

대비 약 xxx억원 감소하였음

- 아울러, 내수부문 영업이익률도 ’18년 xxx%, ’19년 xxx%, ’20년 xxx%,

’21년 상반기 xxx%로 하락하여 ’18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12.04%p

감소하였음

- 따라서, 이상과 같은 국내산업 내수부문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감소를

볼 때,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Ⅲ. 종합 검토의견

ㅇ 신청인의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사신청 자격이 있고,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충족하며,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본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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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조사실 결정사항

1.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폴리아미드40)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관세품목분류: HSK 3920.92.0000

- 관세율: 기본세율 8.0%, WTO협정세율 6.5%, 한-중국 FTA협정세율41)

0%~1.3%,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범위: 연신42)가공된, 두께 25㎛43)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단, 금속 등의

증착44), 다른 필름 등과 합지45)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물품통제코드(CCN)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2. 조사대상기간

ㅇ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20.7.1.부터 ’21.6.30.까지로 하되,

추후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40) 폴리아미드는 아미드기(-CONH-)의 연결에 의해 만들어진 중합체로 된 섬유로서 일반적으로
나일론으로 명칭하기도 함. 미국의 듀폰(DuPont)사에서 캐로더스(Carothers)가 10년간 연구
하여 1937년에 발명하였으며, 독일에서는 퍼얼론 L이라고 불리며, 필름 제조 외에도 섬유,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사용됨.

41) 「한-중국 FTA」(발효 ’15.12.20.)에 따라 ’18년 1.3%, ’19년이후 0% 적용.
42) 길이를 늘리는 것.
43) 마이크로미터(㎛)는 미터의 백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임.
44) 금속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서 필름에 덮어씌우는 공정임.
45) 소재가 다른 여러 필름을 중첩시킴. 포장재의 생산을 위해서는 단일의 필름보다는 여러
소재의 필름을 중첩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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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부터 ’21.12.31.까지로 하되, 국내산업 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ㅇ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

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ㅇ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무역위원회 고시 제2021-1호)

제6조(조사대상기간)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또는 보조금등 지급 사실에 관한 조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무역위원회 예규 제2010-2호, Ⅰ.총칙. 2.조사

대상기간)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대상기간은 통상 조사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부터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개시결정

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임

3. 조사대상자

ㅇ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46)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47)에

46)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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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48)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덤핑률

중국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30.0%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40.4%

인도네시아 PT. KOLON INA 47.6%

* 자료 : 조사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상기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49)․

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

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제한할 수 있다.”
47)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48) 덤핑률 조사대상기간(‘20.7.1.~’21.6.30.)동안 對한국 수입물량의 xxx%(중국), xxx%(태국),
xxx%(인도네시아)를 공급한 업체를 선정함

49)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 무역구제조사 진행 > 반덤핑 조사건명 > 질의서/답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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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하며, 실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수행함

4. 조사기간

ㅇ 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판정을 하되,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ㅇ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하되,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5.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

ㅇ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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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조사개시여부 검토 경과

ㅇ ’21. 12. 1. : 신청인 조사신청서 제출

ㅇ ’21. 12. 1. : 무역위원회(무역조사실)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및 효성화학
(주)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여부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제출기한 : ’21.12.10.)

* 신청인의 조사신청에 대한 찬·반 의견, “국내생산자” 및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신청서(공개본) 발췌본에 대한 의견 및 폴리아미드 필름 생산량,
내수 및 수출판매량, 조사신청물품 수입현황 등 통계자료

ㅇ ’21. 12. 7. : Y社의 반덤핑조사 개시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 연
장 요청(제출기한 연장 : ’21.12.17.까지)

ㅇ ’21. 12. 17. : Y社의 반덤핑조사 개시여부에 대한 의견서 및 통계자료
제출

ㅇ ’21. 12. 27. : 무역위원회(무역조사실)의 신청인에 대한 조사신청서 보완
요청(제출기한 : ’22.1.7.)

ㅇ ’22. 1. 7. :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보완자료 제출(Y社의 반덤핑조사 개시여

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서 포함)(조사신청서 접수일*)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서 보완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ㅇ ’22. 1. 10. : Y社의 신청인이 제출한 조사신청서 보완본(공개본)의 발췌본*

및 Y社의 반덤핑조사 개시여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서 열람
요청

* “국내생산자” 및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에 관한 사항” 등 조사신청서(공개본) 발췌본

ㅇ ’22. 1. 14. : X社의 통계자료 제출

ㅇ ’22. 1. 17. : Y社의 신청인의 반덤핑조사 개시여부 반박의견에 대한
재반박 의견서 제출

ㅇ ’22. 1. 18. : 신청인의 Y社가 제출한 반덤핑조사 개시여부 재반박의견서
열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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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사실 관련 증빙자료

1. 신청인 제시 덤핑률

ㅇ 신청인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공급자에 대하여 각각 30.0%,

40.4%, 47.4%의 덤핑률을 제시함
(단위 : USD/KG)

공급국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수출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중국 30.0%

태국 40.4%

인도네시아 47.6%

2.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가. 중국
1)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ㅇ 정상가격: 신청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가격 조사를 하였으나, 중국

내 피신청인들이 비상장회사로 추정되어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고,

조사신청물품이 주로 B to B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내수

가격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고 산출

근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가) 구성가격 산정

ㅇ 조사신청물품의 제조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판매관리비, 적정

이윤을 합산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

(단위 : USD/KG)

제조원가(a) 판관비(b) 생산원가(c=a+b) 적정이윤(d) 구성가격(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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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비: 내수가격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주요 원재료(폴리아미드 6)의

가격은 Tecnon OrbiChem50)의 2020년 아시아 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함51)

- 노무비 및 제조경비52): 피신청인의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신청인의

2020년 제조원가명세서 중 원재료비에 대한 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이율을 이용하되, 노무비의 경우 세계은행 자료를 사용하여 양국간

소득수준 차이를 조정함53)

- 판매관리비: 신청인54)의 2020년 손익계산서 중 매출원가 대비 판관비율

(xxx%)을 곱하여 산출하되, 운반비를 제외하고 판관비를 산정함55)

- 순금융원가: 각 당사자의 사업구성 및 재무상황에 따라 다르고 객관적

50) Tecnon OrbiChem (https://www.orbichem.com)은 1976년부터 전세계의 석유화학 산업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임. 신청인도 원재료 구매시 Tecnon OrbiChem의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51) 다만, 필름가공과정에서 생산손실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원재료 원가는 구매금액보다
커지기 때문에 원재료비 추정 시 구매금액보다 할증 반영해야 하나, 생산자마다 생산성이
상이하여 객관적 지표확인이 어려우므로 별도로 조정하지 않음.

52) 노무비 및 제조경비 비율의 산정
(단위: 천원,%)

계정 금액 원재료비 대비 비율 조정률(*) 조정 후 비율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 2020년의 인당국민총소득(GDP per capita)
(단위: US달러)

국민총소득 GDP per capita
한국
중국
비율

53) 신청인 노무비율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2020년 일인당 국민총소득
(GDP per capita)을 적용하여 양 국가간 소득수준 차이를 조정함. 조정 후 노무비율은
xxx%이며, 제조경비율은 xxx%를 적용함.

54) xxx
55) 판관비의 산정 내역

(단위: 천원)
계정명 금액

매출원가 A
판매비와관리비 B

운반비 D
조정후 운반비 E=B-D
판관비율 F=E/A

출처: 신청인의 2020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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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어려워 구성가격에 반영하지 않음

- 이윤: xxx의 2020년 이익률(xxx%)을 적용함56)

나) 정상가격의 조정

ㅇ 조정요소: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덤핑가격의 조정요소에서도 피

신청국가 내 발생한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조정된 정상가격 >
(단위 : USD/KG)

정상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정상가격
(C=A-B)

-

2) 수출가격 및 조정요소

ㅇ 수출가격: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1월부터 12월57)까지의 평균 수입

가격(CIF)을 적용함

ㅇ 조정요소 : 해상운임58) 및 해상보험료를 조정요소로 제시함

56) 이윤의 산정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익률

출처: xxx의 2020년 연결감사보고서
57) 정상가격이 2020년도 가격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구성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덤핑
가격도 2020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58) 중국의 해상운송비 내역
(단위: USD)

국가 항구 20FT 40FT 해상운송비

중국

SHANGHAI
XINGANG
DALIAN
QINGDAO

평균가격(USD)
적재중량(KG)
평균해상운송 단가(USD/KG)

자료: 운송사 견적서 및 신청인의 수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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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는 신청인의 해상운송업체(xxx)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서를 통하여 산정함

- 해상운임은 중국 주요 항구에서 부산까지의 운임을 KG당 비용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해상보험은 인보이스 가격의 xxx% 보험료율(xxx%)을 곱하여 산정함

< 조정된 수출가격 >
(단위 : USD/KG)

수출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수출가격(C=A-B)해상보험료 해상운임

  

3) 과세가격

ㅇ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수입가격(CIF)을

적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나. 태국
1)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ㅇ 정상가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내수판매 견적서를

입수하여 정상가격 산정에 활용함

- 견적서 상 재료비는 태국에서 폴리아미드를 유통하는 2개 회사 xxx와

xxx59)에서 확인된 xxx의 견적가격60)의 평균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59) xxx
60) xxx



공개요약본

- 36 -

ㅇ 조정요소: 내륙운반비 등 직접비용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파악하지

못하여 조정사항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비교를 위해 덤핑가격의

조정사항에서도 직접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조정된 정상가격 >
(단위 : USD/KG)

정상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정상가격
(C=A-B)

-

2) 수출가격 및 조정요소

ㅇ 수출가격: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평균

수입가격(CIF)을 적용함

ㅇ 조정요소 :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조정요소로 제시함

-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61)는 신청인의 해상운송업체(xxx)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서를 통하여 산정함

- 해상운임은 태국 주요 항구에서 부산까지의 운임을 KG당 비용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해상보험은 인보이스 가격의 xxx% 보험료율(xxx%)을 곱하여 산정함

61) 태국의 해상운송비 내역
(단위: USD)

국가 항구 20FT 40FT 해상운송비

THAILAND
BANGKOK
LAEM CHABANG

평균가격(USD)　
적재중량(KG)
평균해상운송 단가(USD)

자료: 운송사 견적서 및 신청인의 수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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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된 수출가격 >
(단위 : USD/KG)

수출가격(A)
조정요소(B) 조정된

수출가격(C=A-B)해상보험 해상운송료

3) 과세가격

ㅇ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평균 수입가격

(CIF)을 적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다. 인도네시아
1)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ㅇ 정상가격: 신청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가격 조사를 하였으나, 인도

네시아의 조사신청물품 생산자는 단 두 개 회사만 있는 공급과점시장

이며, 조사신청물품이 주로 B to B로 거래되고, 수출 중심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내수가격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고 산출근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가) 구성가격 산정

ㅇ 조사신청물품의 제조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판매관리비, 적정

이윤을 합산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

(단위 : USD/KG)

제조원가(a) 판관비(b) 생산원가(c=a+b) 적정이윤(d) 구성가격(e=c+d)

- 원재료비: 내수가격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주요 원재료(폴리아미드 6)의

가격은 Tecnon OrbiChem62)의 2020년 아시아 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함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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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및 제조경비: 인도네시아의 동일 사업군에 속하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회사인 인도폴리(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를

벤치마크로 선정64)하여, 인도폴리의 2020년 사업보고서 상 원재료비에

대한 가공비율(노무비 xxx%, 제조경비 xxx%)을 구성가격 산정에 적용함

- 판매관리비: 인도폴리의 2020년 손익계산서 중 매출원가 대비 판관비율

(xxx%)을 곱하여 산출하되, 운반비 등 판매직접비는 사업특성상 변동

될수 있어 제외하고 판관비를 산정함65)

- 순금융원가: 각 당사자의 사업구성 및 재무상황에 따라 다르고 객관적

측정이 어려워 구성가격에 반영하지 않음

- 이윤: xxx의 2020년 이익률(xxx%)을 적용함66)

나) 정상가격의 조정

ㅇ 조정요소: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파악하지

62) Tecnon OrbiChem (https://www.orbichem.com)은 1976년부터 전세계의 석유화학 산업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업임. 신청인도 원재료 구매시 Tecnon OrbiChem의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63) 다만, 필름가공과정에서 생산손실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원재료 원가는 구매금액보다
커지기 때문에 원재료비 추정 시 구매금액보다 할증 반영해야 하나, 생산자마다 생산성이
상이하여 객관적 지표확인이 어려우므로 별도로 조정하지 않음.

64) 인도폴리는 조사신청물품과 같은 산업에 속하는 플라스틱 필름(xxx, xxx)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며, 생산하는 물품의 생산공정(2축연신), 최종 제품의 사용 용도 등이 조사신청물품과
유사함.

65) 판관비의 산정 내역

출처: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의 2020년 감사보고서

(단위: USD)
공시계정 국문계정 금액

COGS 매출원가
Operating Expenses 운영비용
Other Expenses 기타비용
Sales Charge 판매비용(제외)
판매비용 제외 후 합계
판관비율

66) 이윤의 산정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익률

출처: xxx의 연결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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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으며,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덤핑가격의 조정요소에서도

피신청국가 내 발생한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조정된 정상가격 >
(단위 : USD/KG)

정상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정상가격
(C=A-B)

-

2) 수출가격 및 조정요소

ㅇ 수출가격: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1월부터 12월67)까지의 평균 수입

가격(CIF)을 적용함

ㅇ 조정요소 :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조정요소로 제시함

-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68)는 신청인의 해상운송업체(xxx)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서를 통하여 산정함

- 해상운임은 인도네시아 주요 항구에서 부산까지의 운임을 KG당 비용

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해상보험은 인보이스 가격의 xxx% 보험료율(xxx%)을 곱하여 산정함

67) 정상가격이 2020년도 가격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구성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덤핑
가격도 2020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68) 인니의 해상운송비 내역
(단위: USD)

국가 항구 20FT 40FT 해상운송비

인도네시아
JAKARTA
SURABAYA

평균가격(USD)
적재중량(KG)
평균해상운송 단가(USD/KG)

자료: 운송사 견적서 및 신청인의 수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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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된 수출가격 >
(단위 : USD/KG)

수출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수출가격(C=A-B)해상보험료 해상운임

  

3) 과세가격

ㅇ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수입가격(CIF)을

적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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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 관련 증빙자료

1.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에 관한 자료

< 재판매가격 현황 >

(단위 : 천US$, 천US$/톤, 천원/톤, %)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
신청
물품

수입금액
(천US$)

10,000 10,314 3.1 8,911 △13.6 4,579 5,030 9.8

평균수입가격
(CIF,천US$/톤)

10,000 8,298 △17.0 6,462 △22.1 6,508 7,743 19.0

원화재판매가격
(천원/톤)

10,000 8,700 △13.0 6,856 △21.2 7,065 7,784 10.2

기타수입국 물품 재판매가격
(천원/톤)

10,000 9,652 △3.5 7,249 △24.9 7,562 7,560 △0.0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천원/톤)

10,000 8,468 △15.3 7,208 △14.9 7,304 7,619 4.3

* 자료 : 조사신청서

(주1) 원화재판매가격 = 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2.15%))
(주2)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 신청인의 내수판매가격 / 내수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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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에 관한 자료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변화율))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1,000 1,141 14.1 1,216 6.6 618 615 △0.6

금액 10,000 9,727 △2.7 8,343 △14.2 4,360 4,677 7.3

총수입
(b=c+d)

물량 1,000 1,212 21.2 1,345 11.0 687 641 △6.8

금액 10,000 10,348 3.5 8,977 △13.2 4,752 4,869 2.5

조사신청
물품수입(c)

물량 1,000 1,243 24.3 1,379 11.0 704 650 △7.7

금액 10,000 10,814 8.1 9,455 △12.6 4,972 5,056 1.7

중국산
물량 1,000 1,343 34.3 1,339 △0.3 721 665 △7.7

금액 10,000 11,523 15.2 9,052 △21.4 5,000 5,218 4.4

태국산
물량 1,000 44,095 4,309.5 259,857 489.3 117,690 115,952 △1.5

금액 10,000 275,481 2,654.8 1,567,157 468.9 756,989 718,429 △5.1

인니산
물량 1,000 644 △35.6 713 10.8 242 199 △17.8

금액 10,000 6,269 △37.3 5,547 △11.5 1,974 1,541 △22.0

기타국
수입(d)

물량 1,000 892 △10.8 993 11.3 520 552 6.1

금액 10,000 8,610 △13.9 7,197 △16.4 3,932 4,170 6.0

국내생산품
출하(e)

물량 1,000 1,034 3.4 1,019 △1.4 513 574 12.0

금액 10,000 8,752 △12.5 7,348 △16.0 3,745 4,375 16.8

시
장
점
유
율

조사신청물품
수입(c/a) (4.9%p) (2.5%p) (△4.5%p)

중국산 (8.0%p) (△3.4%p) (△3.7%p)

태국산 (1.2%p) (5.7%p) (△0.1%p)

인니산 (△4.3%p) (0.2%p) (△0.7%p)

기타국
수입(d/a) (△1.2%p) (0.2%p) (0.3%p)

국내생산품
출하(e/a) (△3.7%p) (△2.7%p) (4.2%p)

* 자료 : 조사신청서

* (변화율) : 본 보고서에서 시장점유율,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는 연도별 증감률의 변동폭(변화율, %p)을 표시함(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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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가. 생산량 및 가동률

< 생산량 및 가동률 >
(단위 : 톤, %, (변화율))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1,000 1,000 0.0 1,000 0.0 500 500 0.0

생산량(b) 1,000 912 △8.8 864 △5.3 427 420 △1.5

가동률(b/a) (△7.3%p) (△4.0%p) (△1.1%p)

* 자료 : 조사신청서

나. 판매 및 재고현황

< 판매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판매
(a=b+c)

물량 1,000 943 △5.7 870 △7.8 447 444 △0.5

금액 10,000 8,081 △19.2 6,476 △19.9 3,393 3,569 5.2

국내판매
(b)

물량 1,000 1,034 3.4 1,019 △1.4 513 574 12.0

금액 10,000 8,752 △12.5 7,348 △16.0 3,745 4,375 16.8

수출(c)
물량 1,000 831 △16.9 684 △17.7 365 283 △22.4

금액 10,000 7,110 △28.9 5,213 △26.7 2,883 2,401 △16.7

* 자료 : 조사신청서

< 재고현황 >
(단위 : 톤, %, (변화율))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판매(a) 1,000 943 △5.7 870 △7.8 447 444 △0.5

재고(b) 1,000 870 △13.0 946 8.8 674 720 6.8

재고율(b/a) (△0.6%p) (1.3%p) (0.9%p)

* 자료 :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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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

< 내수부문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변화율))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10,000 8,752 △12.5 7,348 △16.0 3,745 4,375 16.8

매출원가(b) 10,000 9,371 △6.3 8,053 △14.1 4,103 4,991 21.6

매출총이익(c=a-b) 10,000 6,899 △31.0 5,238 △24.1 2,672 2,533 △5.2

판관비(d) 10,000 11,026 10.3 11,531 4.6 5,533 5,251 △5.1

영업이익(e=c-d) 10,000 5,150 △48.5 2,571 △50.1 1,459 1,381 △5.3

영업이익률(f=e/a) (△7.2%p) (△4.2%p) (△1.3%p)

* 자료 : 조사신청서

라. 제조원가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료비(a) 10,000 8,369 △16.3 6,779 △19.0 6,957 9,006 29.5

노무비(b) 10,000 10,947 9.5 11,377 3.9 12,101 12,177 0.6

경 비(c) 10,000 10,330 3.3 10,137 △1.9 10,350 11,432 10.5

제조원가(a+b+c) 10,000 8,867 △11.3 7,645 △13.8 7,868 9,620 22.3

* 자료 : 조사신청서

마.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10,000 11,767 17.7 5,479 △53.4 3,140 5,990 90.8

연구개발 10,000 7,768 △22.3 7,214 △7.1 3,597 4,553 26.6

* 자료 :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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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 원자재 가격

< 주요 원자재 가격 >

(단위 : 천원/톤, %)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폴리아미드칩 10,000 8,285 △17.2 6,502 △21.5 6,778 8,619 27.2

국내생산품가격 10,000 8,468 △15.3 7,208 △14.9 7,304 7,619 4.3

* 자료 :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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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신청인이 제출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증빙자료

1.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과 국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신청물품

평균재판매가격(a)
10,000 8,700 △13.0 6,856 △21.2 7,065 7,784 10.2

중국산 10,000 8,578 △14.2 6,762 △21.2 6,939 7,843 13.0

태국산 10,000 6,247 △37.5 6,031 △3.5 6,432 6,196 △3.7

인도네시아산 10,000 9,741 △2.6 7,783 △20.1 8,160 7,745 △5.1

기타수입국 물품
재판매가격

10,000 9,652 △3.5 7,249 △24.9 7,562 7,560 △0.0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b)

10,000 8,468 △15.3 7,208 △14.9 7,304 7,619 4.3

차이(c = a - b) △ △ △ △ △

중국산 △ △ △ △ △

태국산 △ △ △ △ △

인도네시아산 △ △ △ △ △

* 자료 :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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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품의 실제판매가격과 적정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생산품
적정판매가격(a) 10,000 9,042 △9.6 8,023 △11.3 8,180 9,690 18.5

- 제조원가 10,000 8,867 △11.3 7,645 △13.8 7,868 9,620 22.3

- 판관비 10,000 10,614 6.1 11,406 7.5 10,975 10,319 △6.0

국내생산품
실제판매가격(b) 10,000 8,468 △15.3 7,208 △14.9 7,304 7,619 4.3

차액(a-b) △

* 자료 : 조사신청서

(주) 적정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관비) / (1  적정영업이익률),
적정영업이익률은 신청인이 덤핑수입의 영향이 가장 적다고 판단되는 신청인의
2018년도 국내동종물품 영업이익률 xxx%를 적용함

<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억제로 인한 수입상실 >

(단위 : 천원/톤, 톤, 백만원, %)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생산품 실제
판매가격(a) 10,000 8,468 △15.3 7,208 △14.9 7,304 7,619 4.3

적정판매단가(b) 10,000 9,042 △9.6 8,023 △11.3 8,180 9,690 18.5

톤 당 수 입 상 실
(c=b-a) △10,000 1,711 수입상실로전환 7,210 321.5 8,197 29,067 254.6

국내판매수량(d) 1,000 1,034 3.4 1,019 △1.4 513 574 12.0

수입상실(e=c×d)
(백만원) △10,000 1,768 수입상실로전환 7,349 315.7 4,202 16,693 297.2

* 자료 :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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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변화율))

연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e)

물량 1,000 1,141 14.1 1,216 6.6 618 615 △0.6

금액 10,000 9,727 △2.7 8,343 △14.2 4,360 4,677 7.3

총수입
(b=c+d)

물량 1,000 1,212 21.2 1,345 11.0 687 641 △6.8

금액 10,000 10,348 3.5 8,977 △13.2 4,752 4,869 2.5

조사신청
물품수입(c)

물량 1,000 1,243 24.3 1,379 11.0 704 650 △7.7

금액 10,000 10,814 8.1 9,455 △12.6 4,972 5,056 1.7

중국산
물량 1,000 1,343 34.3 1,339 △0.3 721 665 △7.7

금액 10,000 11,523 15.2 9,052 △21.4 5,000 5,218 4.4

태국산
물량 1,000 44,095 4,309.5 259,857 489.3 117,690 115,952 △1.5

금액 10,000 275,481 2,654.8 1,567,157 468.9 756,989 718,429 △5.1

인니산
물량 1,000 644 △35.6 713 10.8 242 199 △17.8

금액 10,000 6,269 △37.3 5,547 △11.5 1,974 1,541 △22.0

기타국
수입(d)

물량 1,000 892 △10.8 993 11.3 520 552 6.1

금액 10,000 8,610 △13.9 7,197 △16.4 3,932 4,170 6.0

국내생산품
출하(e)

물량 1,000 1,034 3.4 1,019 △1.4 513 574 12.0

금액 10,000 8,752 △12.5 7,348 △16.0 3,745 4,375 16.8

시
장
점
유
율

조사신청물품
수입(c/a) (4.9%p) (2.5%p) (△4.5%p)

중국산 (8.0%p) (△3.4%p) (△3.7%p)

태국산 (1.2%p) (5.7%p) (△0.1%p)

인니산 (△4.3%p) (0.2%p) (△0.7%p)

기타국
수입(d/a) (△1.2%p) (0.2%p) (0.3%p)

국내생산품
출하(e/a) (△3.7%p) (△2.7%p) (4.2%p)

* 자료 :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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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국내산업의 범위 및 대표성 관련 이해관계인 주요

 의견 검토

1. 개 요

69)

<비공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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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측의 의견

70), 71), 72), 73), 74), 75), 76)

<비공개>

70)
71)
72)
73)
74)
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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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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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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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3. Y社 측의 의견

77), 78), 79)

<비공개>

77)
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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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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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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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4.

80)

<비공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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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5. 조사실 검토

ㅇ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범위 및 대표성 등과 관련한 이상과 같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가.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ㅇ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 등은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이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산업의 대표성 충족

여부 판단에 앞서, 효성화학(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코오롱인더

스트리(주) 등 국내생산자 3개사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함

1)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ㅇ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제이케이머티

리얼즈(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공개요약본

- 58 -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국내

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2) X社

ㅇ 조사신청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X社는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의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자의 지분 50%초과를 보

유하고 있고 그 출자목적이 경영참여이며 종속회사로 포함시키고 있

어81)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 및 판

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

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

로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X社는 신

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신청물품

xxx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바, 이는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조사신

청물품 전체 수입물량의 근소하지 않은 비중 및 對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수입물량의 상당한 비중82)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으로서 X社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X社는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의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자

와 특수관계에 있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

∼’21.10.31.)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X社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

8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X社의 분기보고서 중 “연결대상 종속회
사 현황(상세)”에서는 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자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
으며, 그 “지배관계 근거”를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 1110호 7)”라고 표시하
고 있고, “타법인 출자현황(상세)”에서는 그 “출자목적”을 “경영참여”로 표시하고 있음

82)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21.5.1.∼’21.10.31. 기간 중 X社의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근소하지 않은 비중이
고, 동 기간 우리나라의 對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상당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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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Y社

ㅇ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Y社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신청물품 xxx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바, 이는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조사신청물품

전체 수입물량의 상당한 비중 및 對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수입

물량의 상당한 비중83)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으로서 Y社를 관세법 시행

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Y社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Y社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됨

4)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결과

ㅇ 이상의 검토 결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효성

화학(주) 등 국내생산자 3개사 중 코오롱인더스트리(주)와 효성화학

(주)는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 조사신청 건의 국내산업의 범위에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의 1개 국내생산자만 포함됨

나. 국내산업의 대표성 충족 여부

ㅇ 조사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 제이케이머티리얼(주)를 제외한 코오롱

인더스트리(주)와 효성화학(주)는 조사신청 찬·반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83)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21.5.1.∼’21.10.31. 기간 중 Y社의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상당한 비중이고, 동
기간 우리나라의 對특정 조사신청물품 공급국 조사신청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상당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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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술하였으나, 조사실이 이들 2개 국내생산자에 대해 조사신청

찬·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Y社는 조사신청에 “반대”하였고, X社는 조

사신청 찬·반 여부에 대해 “무응답”하였음84)

ㅇ 그러나, 앞서 ‘나.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산업의 범위에는 제이케이머티리얼(주) 1개사만 포함되므로, 본 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는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의

100%이므로 최소기준인 50%를 초과하며,

-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생산량합계는

’20년도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0%(xxx톤)이므로 최소기준인 25%

이상인 바, 본 조사신청 건은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충족함

<국내생산자 조사신청 찬ㆍ반 의견 현황>

국내생산자
2020년도 조사신청 찬·반 여부 국내산업

포함여부생산량(톤) 비중(%) 조사신청서 무역위 확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xxx xxx 찬성 찬성 포함

(국내산업 합계) (xxx) (100.0)

X社 xxx xxx 무응답 무응답 제외

Y社 xxx xxx 무응답 반대 제외

국내생산자 합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및 국내생산자 답변서

84) 조사실이 ’21.12.1.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 대해 본 건 조사신청 찬·반 의견을
요청한 바, Y社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X社는 “무응답”입장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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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의견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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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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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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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 사유 -

※ 비공개정보 구분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제조원가, ②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③ 거래선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비밀취급요청
정보 페이지 법적 

근거 비밀취급 사유

글로벌 시장정보 1,46,47,48,49,
57 ④

글로벌 시장정보는 전문조사기업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
다.

미공시 매출정보 
및 종업원정보 3 ②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부문매출 및 종원업에 대한 정보공
개는 회사에게 경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본 
정보를 공개한다면 해당회사의 경영운영이 경쟁사에 노출
되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수입자 및 수
요자 정보 6 ⑤

수입자 및 수요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수입 및 
수요의 사실 등이 공개 될 경우 당사자에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및 내수판
매량 7,17 ②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부문매출 및 생산에 대한 정보공개
는 회사에게 경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본 정
보를 공개한다면 해당회사의 경영운영이 경쟁사에 노출되
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수급상황 8 ②
공시되지 않는 기업의 부문매출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
는 공개될 경우 회사에게 경영에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합
니다. 본 정보를 공개한다면 해당회사의 경영운영이 경쟁
사에 노출되어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특성비교 14,15,16 ②
각 생산자의 제품을 비교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비교대
상이 되는 각 당사자에게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수출비중 7,17 ② 공시되지 않는 회계정보로서 공개시 당사자에게 사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형태 및 방식 7,18,19,20,21,
22 ② 공시되지 않는 회계정보로서 공개시 당사자에게 사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23,24,25,26,
27,29,30,31 ③ 가격 비교자료로서 공개시 당사자에 사업적인 피해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덤핑가격 26,28,32 ③ 가격 비교자료로서 공개시 당사자에 사업적인 피해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비용정보 26,28,32 ③ 수출비용은 신청인의 가격 정보로서 공개시 신청인 및 비
용발생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덤핑률의 산정 27,29,32 ⑤ 비공개자료를 통한 산출된 결과로 공개시 정보제공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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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요청
정보 페이지 법적 

근거 비밀취급 사유

덤핑률, 수입비중 
및 가격비교 34 ⑤ 수입물품에 대한 통계로서 물량 및 가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소비현황 2,35,53 ②,④
본 자료는 매출수량 및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며.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
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
다.

가격 36,37,38,50,
54,55,56,57

①,
②,④

가격정보는 국내생산자 또는 해외수출자의 이익창출의 기
본 정보로서, 공개시에는 산업참가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단가하락 유발에 
대한 내용 38,39 ④

국내사업의 경쟁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자료로서 공개시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산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생산현황 39 ①,②
생산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
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판매현황 40 ②
판매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
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재고현황 41 ②
재고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
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손익 41,42 ②
부문손익현황은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
시자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 42,43,44 ①
제조원가는 회사의 이익창출의 기본 자료이며, 미공시자
료입니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설비투자현황 44 ②
설비투자현황은 국내산업의 생산구조를 포함한 정보로서,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
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
다.

원자재의 가격 44 ②
원자재의 가격은 제조원가의 일부로서 미 공시자료입니
다. 본 정보의 공개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판매시 가격결정에 영향이 발생하며 이익이 침해될 수 있
습니다. 

조사신청물품의 대
한국 수출현황 46 ④

분석된 수출입자료로서 가격 및 물량정보를 포함하고 있
어, 유출시 당사자에게 사업적인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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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역 조 사 실

무역조사실장 신 동 준

조 사 단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한 상 덕

조 사 관 산업피해조사과 신 영 수

〔덤핑사실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과장 이 원 희

조 사 관 덤핑조사과 한 정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