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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 공급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7년 9월 4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5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3호
KPX그린케미칼(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50호,

2014.12.30. 공포·시행) 유효기간 종료와 관련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

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KPX그린케미칼(주)

나. 요청일자 : 2017년 6월 28일

다. 요청대상물품

-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450호(2014.12.3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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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1) 미국 : Dow Chemical Company(“다우”’), Huntsman Corporation(“헌츠만”), INEOS(“이네오

스”) 등

(2) 말레이시아 : Petronas Chemicals Derivatives Sdn. Bhd.(“페트로나스”) 등

(3) 태국 : TOC Glycol Co., Ltd.(“티오씨”) 등

(4) 일본 : Mitsui Chemicals Inc.(‘미쓰이’), FRP Service & Company(‘에프알피’), Kansai Paint

Co., Ltd.(‘간사이’)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 공급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7년 9월 4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5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