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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7호

(주)필맥스, 삼영화학공업(주), (주)화승케미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

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필맥스, 삼영화학공업(주), (주)화승케미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나. 요청일자 : 2018년 6월 18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85호(2013.12.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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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Jiangsu Shukang Packing Material Co., Ltd(‘슈강’) 및 그 관계사, Guangdong Decro

Package Films Co., Ltd.(‘데크로 패키지’) 및 그 관계사, Anhui Guofeng Plastic Industry Co.,

Ltd.(‘궈펑’), Zhongshan New Asia Adhesive Products Co., Ltd.(‘종산’), Zhejiang Kinlead

Innovative Materials Co., Ltd.(‘킨리드’) 및 그 관계사, Suzhou Kunlene Film Industries Co.,

Ltd.(‘수조우 쿤린’) 및 그 관계사, 인도네시아의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인도폴

리’), 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아르가’), PT Trias Sentosa Tbk.(‘트리아스’), 태

국의 Thai Film Industries Public Co., Ltd.(‘타이필름’), A.J. Plast Public Co., Ltd.(‘에이제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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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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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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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8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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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15-4414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4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1

(FAX) 044-203-481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물납증권의 가격

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27조 제4항)

나.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출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