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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산물인 반덤핑 협정은 기존의 반덤핑코

드의 규정과 기준이 애매모호함으로써 생기는 반덤핑조치의 남용 문제점

을 상당부분 제거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반덤핑 협정에서

도 일부 조항의 규정과 기준의 모호성은 존재하였으며 이는 WTO 회원

국들에게 많은 재량의 여지를 남겨주었다. 이러한 반덤핑 협정의 흠결은

일부 WTO 회원국의 관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상충되는 해석

을 낳게 만들었으며 이는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본 논문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

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동 조

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려는 조사당국에 대하여 통지 의무를 부

과하는 조항이나 그 통지를 어떻게 이행시켜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

지 않고 있다. 이는 WTO 회원국에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떠한 통지방

식이 허용되는지 것인지 아니면 금지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재량을 행사

할 여지를 주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을 주로 하는 국가들의 입장

은 공시송달도 통지 방식 중 하나로서 반덤핑 협정 내에 허용된다는 입

장을 취한다. 이들 국가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내에 통지 방식을 규정하

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당국에게 해당 문제에 대하여 넓은 재량을 인정하

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공시송달의 허용은 반덤핑 협정 체제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문제를 제거시

켜준다고 본다. 그에 반하여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들의 입장은 공시송

달은 통지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다. 수출 위주의 국

가들의 관점에서는 해당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반

덤핑 조사를 받는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인데 공시송달이 이

러한 권리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로 간의 이해

관계를 둘러싼 WTO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는 협정 조항의 흠결과 맞

물려 결과적으로 반덤핑 협정상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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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쟁을 발생시켰다.

그렇다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는가? 아니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본 논문은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동 문제를 분석

하는 것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

범 내에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의 양상을 분석하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

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았다.

제2장은 먼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전반적인 내

용을 살펴보았다.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은 WTO 회원국

들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은 그 사용 요건과 사용 범위에 대

하여 모호한 경우가 많아 WTO 회원국들에게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었다. 이러한 WTO 회원국들 간의 자의적인 해석은 반덤핑 협정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에 대한 상충되는 해석을 낳게 만들었으며 이는

많은 WTO 분쟁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대

표적인 법적쟁점 중 하나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문제이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WTO 회원국들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나

그 통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관행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침

묵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흠결은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관행에 대한 적

법성 여부에 대하여 WTO 회원국들 간의 상충되는 해석을 낳게 만들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제3장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에 대해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판단을 내린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China – GOES, China

– Broiler Products, China – Autos(US), China – HP-SSST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건들에서 내려진 적법성 판단 과

정을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분석하면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한

입장을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특히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해당 법적 쟁점에 대하여 상충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바,

각 분쟁의 당사국들과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해당 법적문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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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지는 여러 관점과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답을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그 외 WTO 협정을 토대로 제시해보았다. 그

결과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후 이러한 답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덤핑 협정 내에 공시송달 관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

를 살펴보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정 개정의 방향성

을 제시하였다.

공시송달제도는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시송달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는 것은 WTO 회원국들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짐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상 공시송달은 인정되어야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는 반덤핑 협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WTO 반덤핑 협정, WTO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이용 가

능한 사실, 공시송달,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법의 흠결

학번: 2016-2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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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공시송달(public notice)제도는 많은 국가들이 행정절차 또는 사법절

차 내에서 인정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공시송달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의 발전은 더욱더 공시송달의 이용을 급증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왔다. 공시송달제도는 행정절차 또는 사법절차 내에 당사자에게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지 못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

이다. 공시송달제도는 당사자에 대한 절차상 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절차

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 내에서 그 통

지효력을 인정받고 사용되어 왔다.1)

공시송달제도는 통지가 필요로 하는 절차 내에서라면 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는 반덤핑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따른 통지 절차도 해당될 것이다. 반덤핑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회원국에게 통지를 요구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이

다.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관

한 조항으로서 WTO 회원국의 조사당국(이하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①요청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고 ②이용 가능한 사

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

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통지를 줌으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여 왔다.

1) 김혜경, “형사절차상 공시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시송달관련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97, 201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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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내에서 공시송달제도는 필

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당국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unknown interested parties)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여 반

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고자 할 때 공시송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2) 이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그 정의상 조사당국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통지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3) 조사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통지를 줄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거의

유일하게 동 조항상의 사실들을 통지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공시송달제

도인 것이다. 반덤핑 협정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반덤핑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WTO 회

원국들의 관행이다. 해당 WTO 회원국들의 관점에서 반덤핑 협정 부속

서 2 제1항상 공시송달 관행이 인정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WTO 수입국 내로

덤핑을 하고 피해를 발생시켜도 조사당국은 이들의 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반덤핑

조사의 협력 없이도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반

덤핑 조사에 비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그 조사를 완료하지 못 하

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4) 이에 따라 조사당국은 이러한 결과를 발생

시키지 않기 위해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공시송

달 관행을 인정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부과하고자 한다.

2) 오늘날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수입기록(official import record)을 보유한다. WTO 회원
국의 조사당국은 이 수입기록에 기초하여 모든 수출업자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고 개
별적인 회신에 따라 덤핑마진을 계산한다. 만약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출업
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여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수입기록은 개별 수출업자들보다는 개별 수입업자를 확인한다. 이는 조사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업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게 만들며 이에 따라 알려
지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발생하게 된다. Czako, J., 『A Handbook on Anti-Dumping
Investig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60, 각주 76.

3) Herrmann, C. and Krajewski, M. and Terhechte, J.P., 『Europ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5』,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5,, p. 347.

4) Czako, J., supra note 2,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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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당국이 공시송달을 적용하는 것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동 조항은 조사당국에게 통지를 요

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의 어떠한 통지 방식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동 조항 2문 내에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그 표현이 모호하여 WTO 회원국들 간에 이해

당사자가 어떨 때 알도록 보장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갈등을 발생시켰다.

동 조항 내에 통지 방식에 대한 미규정과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 문언

의 모호성은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많은 해석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

주게 되었다. 수입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은 통지 조항 내에 통지 방식에

대한 미규정을 이유로 통지 방식에 대한 넓은 재량을 행사하려고 한다.

해당 국가의 관점에서 공시송달은 통지 조항 내에 허용되는 통지 방식이

며 또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시

송달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그에 반하여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은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 문구의 초점을 두고 이해당사자

의 권리를 해치는 WTO 회원국의 통지 조치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가진다. 이들 국가의 관점에서는 통지 조항 내에 통지 방식이

규정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조사당국에게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공시송달은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해

치므로 그 결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법적 쟁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부

속서 2 제1항 내에 사실들을 공시송달한 사례는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

국 그리고 연합기구인 유럽연합이 동 조항 내에 사실들을 공시송달하였

다.5) 특히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5)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Republic of South Africa), Notice
of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alleged dumping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Importe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India), Initiation Notification Case No. (O.I.)
25/2017(F.No.6/14/2017-DGAD), 2018; Malaysia, Notice of initiation of
administrative review of an anti-dumping duty with regard to the imports of Hot
Rolled Coils originating or exporte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AR 01/18), 2018; European Commission(European Union),
Notice of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proceeding concerning imports of wel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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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공시송달 조치를 한 중국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넷 건의

WTO 분쟁을 겪었다.6)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고자 하는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한다.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 여부는 수출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는 이용 가능한 사실이 수출국의 이해당

사자들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닌 조사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특히

국내 산업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는 신청서 내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예로 미국은 2017년에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

을 때의 평균 덤핑 마진율이 20.16%로 집계된 것에 비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평균 덤핑 마진율은 108.03%로 집계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된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

는 기업들은 대부분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

용 문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세

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그만큼 수출을 위주로 하

는 기업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7)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에게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

달의 적법성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동 조항상

의 사실들을 공시송달하는 국가에 대하여 수출을 많이 한다.8) 향후 해당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of square or rectangular cross-section,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other than stainless, originating i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Russia and Turkey(2018/C 347/06), 2018;
National Tariff Commission(Pakistan), Notice of initiation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alleged dumping of Secondary Quality Tinplate into Pakistan
Originating in and / or Exported from Belgium, Frace, Germany, Netherlands and
USA(ADC No. 16/2008/NTC/TP), 2009.

6)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3장 제2절 참조.
7) 한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수출 순위 6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수출 규모는
577,400,000,000달러를 기록하였다.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78rank.ht
ml> 2019.01.03. 최종 방문

8)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1위로, 인도에 대한 수출
은 7위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은 13위를 기록하였으며 세 국가 모두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된 사실들을 공시송달한 적이 있는 국가들이다.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2019.01.03.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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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정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반덤핑 협정 부속

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사례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적쟁점은 반덤핑 협정뿐만 아니라 보조금 협

정 내에 상계관세 조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보조금 협정

이 반덤핑 협정과 마찬가지로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하게 조사당국에게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9) 이를 통해 동 법적쟁점은 WTO 협정 내의 논의에 중요한 주

제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문제와 관련된 WTO 분쟁

사건은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WTO 패널(panel) 및 상소기구(the Appellate Body)는 동

문제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해답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와 국외 모두 이

와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는 향후 반덤핑 협정에 따른 반덤핑조사를 진행

함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하나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반

덤핑 협정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

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10) 이에 본

논문의 법적쟁점의 결론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른 하나는 반덤핑 협정 내에 통지를 요구하는 조항들에 공시송달이 허용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유사

9) Czako, J., supra note 2, p. 60.
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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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항으로서 조사당국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동 협정 제6조 제1항

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법적쟁점의 결론은 반덤핑 협정 내에 통지를

요구하는 조항들에 공시송달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 가능한 사실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적용하기 위

하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공시송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행 동 조항이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

하여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그 외 WTO 협정을 바탕

으로 조사당국의 공시송달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일관되지 않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에 대하여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고 동 법적쟁점에 대한 답을

내리고자 한다. 나아가 반덤핑 협정 내에 공시송달 관행의 적법성 여부

에 관한 문제가 계속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를 검토하고 해당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전개된다. 먼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을 살펴보고

해당 협정 내에 이용 가능한 사실 분쟁의 남용 양상을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내에서 공시송달이 문제가 되

는 이유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에 기초하여 동 조항상 알려지

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WTO 패

널 및 상소기구 선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전개하고자 한다. 나

아가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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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그 외 WTO 협정

을 토대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반덤핑 협정 내에서 공시

송달이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검토하여 현 반덤핑 협정 내에

공시송달이 문제가 되는 문제점을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반

덤핑 협정 내에 공시송달과 관련된 조항의 적절한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본 논문 주제

의 규범적 기초를 이루는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반덤핑 협정

상 이용 가능한 사실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에서 공시송달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제3장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판단을 내린 선

례를 검토하였다. 각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와 분쟁당사국들의 주장,

그리고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반덤핑 협정상 이

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에서 공시송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제4장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그 외 WTO 협정

조항들을 토대로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제시해보았다. 이후 현행 반덤핑 협정

내에서 공시송달이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검토하여 현 반덤

핑 협정 내에 공시송달이 문제가 되는 문제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마지

막으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공시송달 관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정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에 대한 고찰과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

달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WTO 분쟁해결기구의 선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 반덤핑 협정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하에서 공시송달이 허용되

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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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협정 체제하에서의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에 공시송달이 허용

되는지 여부에 관한 고찰과 이에 기초한 향후 반덤핑 협정 개정 시에 방

향 제시에 한정되어 있다. 공시송달 관행에 관한 적법성 문제는 반덤핑

협정 이외에도 WTO 설립협정 및 부속협정, 특히 보조금협정의 이용 가

능한 사실 조항 내에서도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의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에 공시송달 문제에 대한 고찰은 반덤핑 협

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로 한정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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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반덤핑 조사와 “이용 가능한 사실” 원칙

본 장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의 규범과 이용 가능한 사

실과 관련된 분쟁의 추이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반덤핑 협

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 문제는

이용 가능한 사실의 규범에 따른 것인바, 해당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의

바탕으로서 본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의 규범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성이 크다 볼 수 있다.

본 장은 먼저 이용 가능한 사실이 반덤핑 조사 절차 내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어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과 관련된 규범과 해당 규범들이 가지는 기능을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의

규범이 가지는 문제점과 실제로 WTO 회원국이 이를 어떻게 남용하는

지를 다루고 이후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공시송달 관행이 동 조

항상 가지는 문제점과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

다.

제1절 이용 가능한 사실 개관

반덤핑 협정은 WTO 회원국에게 자국 내에 덤핑을 조사하고 만약

덤핑이 발견되고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만 조사대상 이

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

다.11) 이러한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WTO 회원국에게 덤핑에 의해 입을

11) Staiger, R. W., “Some Remarks on Reforming WTO AD/CVD Rules”, World
Economy, Vol. 28(5), 2005, p. 740; Moore, M.O., “U.S. facts-available antidumping
decisions: empiric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22(3),
2006, p.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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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피해를 상쇄시켜준다.12) 반덤핑 협정은 WTO 회원국이 반덤핑

요소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인 덤핑(dumping)과 피해(injury), 인과관계

(causal link)를 판정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

을 주고 있다.13) 이에 WTO 회원국은 덤핑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

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 반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이 자국의 국내 산업에 서면신청으로 개시되나 특별한 상

황의 경우 WTO 회원국의 조사당국이 서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된다.14)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한 덤핑의 계산과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정을 내

리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

다. 이는 반덤핑 조사의 목적은 덤핑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해당사

자가 실제로 덤핑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 때 덤

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이

해당사자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

자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당국은 이해당사

자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질문이 담긴 ‘질의서

(questionnaire)’를 주고 조사당국이 정한 기간 내에 동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당국으로부터 질의서를 받은

모든 이해당사자는 해당 질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15) 동 질의서는

일반적으로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조사대상 상품의 생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비롯한 정보, 조사대

상 상품과 동종 상품의 국내 판매 및 반덤핑 조사대상 상품의 수입국으

로부터의 수출과 관련된 각종 영업 정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16) 질의서 내에 요청되는 정보는 이해당사자에게 민

12) Chandra, P. and Long, C., “Anti-Dumping Duties and their Impact on Exporters:
Firm Level Evidence from China”, World Development, Vol 51, 2013, p. 169

13) Guzman, A.T., 『International trade law』,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9, p. 468; Hartigan, J.C., “Design of an Antidumping Law”,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15 (4), 2000, p. 654.

14) 반덤핑 협정 제5조 제1항, 제5조 제6항 참조.
15)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항 1 참조.
16) 조영진, “WTO 반덤핑 협정 상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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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정보인 경우가 많다.17)

그러나 일부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해당사자의 행

위는 결과적으로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를 완료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러한 반덤핑 조사가 완료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덤핑 협

정은 조사당국에게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

았을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을 통해 해당 반덤핑 조사를 무사히 완료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용 가능

한 사실이란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에게

요청한 정보가 부재했을 때 이러한 부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

보를 말한다. 이용 가능한 사실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가진다.18) 반덤핑 협정은

이용 가능한 사실과 관련된 규범을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사당국이 사용하는 이용 가능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조사당국에게

국내 산업이 제출한 신청서 내에 들어있는 내용들인 경우가 많다.19) 이

때 이용 가능한 사실은 동 협정 부속서 2 제7항에 따라 반덤핑 조사대상

이해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사실은 여러 가

지 복잡한 효과를 가져오는 반덤핑 관세제도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

다.20) 이해당사자는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 최종 반덤

핑판정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21)

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Vol. 16(2), 2018, p. 136.
17) Moore, M.O., “’Facts available’ dumping allegations: when will foreign firms
cooperate in antidumping peti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21(1), 2005, p. 186.

18) Prusa, T.J., “Anti-Dumping: A Growing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World
Economy, Vol.28(5), 2005, p.694.

19) Andrews, M., “The facts available on ‘facts available’: an analysis of article 6.8
and annex II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Vol.6(2), 2008,, p. 14.

20) Willig, R.D., “Economic Effects of Antidumping Policy”, Brookings Trade Forum,
1998, p. 78.

21) 배연재,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
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Vol. 14(3), 2016,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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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이해당사자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의 적용을 피하고자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한다.

제2절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반덤핑 협정 규범

1.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은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세

가지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조사당국이 해당 이해당사자에 대

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2)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8항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

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23)

22) 최승환, 『국제경제법(제4판)』, 법영사, 2014, p. 336.
23)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8
In cases in which any interested party refuses access to, or otherwise does not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preliminary and final determinations, affirmative or negative, may be
made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The provisions of Annex II shall be
observ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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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은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라 조사당국은 (i)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

간 이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ii)이해당사자가 합리적

인 기간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ii)이해당

사자가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당국은 위 요건 중 하나를 이해당사자가 한 것으로 판정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을 해당 이해당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24)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은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한 조사당

국은 반드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EU – Footwear(China] 25) 사건의 패널은 조사당국

이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조사당국에게 단지 허용할 뿐이라고 보았다. 이는 동 조항에

서 ‘May’라는 용어의 사용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준다.26) 따라서 동

협정 제6조 제8항은 조사당국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은 조사 대상 이해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 요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동 요건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사

당국이 용어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하여 남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들었다. 특히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period)’과 ‘필요한 정보

(necessary information)’에 대한 용어는 동 조항에 핵심 단어임에도 불

구하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WTO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였

다.

먼저 합리적인 기간을 살펴보자면 US – Hot-Rolled Steel 사건의

결정27)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은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정보

24) Vermulst, E.A.,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146.

25) WTO Panel Report,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Footwear from China, WT/DS405/R, adopted 2012.02

26) WTO Panel Report, EU – Footwear (China), Ibid., para. 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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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인 기간’을 넘어선 경우에만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권

리를 부여한다.28) 이에 합리적인 기간 이내라면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

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이해당사자에 대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의하여

도 뒷받침되는데 해당 조항은 오직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정보가 제공되

지 못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사실을 조사당국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29) 그러나 두 개의 조항 모두 합리적인 기간이 무엇인

지에 해서는 정의를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지 않다.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 상의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단어는 각각의 반덤핑 조사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

에 따라 기초하여 의미를 내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합리적(reasonable)’

이란 단어는 특정 사건의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를 수반하는 유연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에 어떤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상

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 상의 ‘합리적인 기간’은 ‘합리성

(reasonableness)’의 개념에 내재된 유연성과 균형성 관념에 일치되게 해

석되어야 하며, 각각의 반덤핑 조사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정의되어져야 한다. 조사당국은 (i) 제출된 정보의 성질과 양 (ii) 정보를

얻는데 조사대상 수출업자가 직면하는 어려움 (iii) 정보의 실사성 및 조

사당국이 판정을 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용이성 (iv) 다른 이해당사자

들이 만약 그 정보가 사용됨으로써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v) 정보의 수용이 조사당국에게 조사를 신속히 수행할 능력을 손상시키

는지 여부 (vi) 조사를 받는 수출업자가 놓친 적용 가능한 시한의 일수

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

27) WTO Panel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WT/DS184/R, adopted 2001.08.; WTO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WT/DS184/AB/R, adopted 2001.08.

28)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Hot-Rolled Steel, supra note 27, para. 77.
29) Ibid., para.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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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이러한 접근법은 ‘합리적인 기간’의 문제를 검토한 Korea –

Certain Paper31) 사건의 패널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32)

‘합리적인 기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 또한 반덤핑 협정 제6

조 제8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 가능

한 사실을 적용하려는 조사당국은 되도록 이해당사자가 제공한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볼 것인데 반해 이해당사자는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가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대해 Egypt – Steel

Rebar 사건의 결정33)에서는 필요한 정보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

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참고하였다.34) 동 사건의 패널에 따르면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조사당국 자신에게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조사당국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

단할 재량권이 있음을 보여준다.35) 즉, 동 협정 제6조 제8항상의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조사당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조사당국에게 ‘필요한 정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조사당국에

게 조사개시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요청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할 것

을 요구하며 또한 동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동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

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36)

30) Ibid., paras. 84, 8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연구 ‘제3장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선례’의 ‘제1절 이용 가능한 사실 선례’ 중 ‘1. US – Hot-Rolled Steel’를
참조하라.

31) WTO Panel Report,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WT/DS312/R, adopted 2005.11

32) WTO Panel Report, Korea – Certain Paper, Ibid., para. 7.49.
33) WTO Panel Report, Egypt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se on Steel
Rebar from Turkey, WT/DS211/R, adopted 2002.10.

34)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alytical index : guide to WTO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834

35) WTO Panel Report, Egypt – Steel Rebar, supra note 33, para. 7.155.
36) Ibid., para. 7.15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해당 연구 ‘제3장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선례’의 ‘제1절 이용 가능한 사실 선례’ 중 ‘2. Egypt – Steel Rebar’을 참



- 16 -

따라서 조사당국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

지나 이해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Egypt – Steel Rebar 사건 외에도 Korea – Certain Paper 사건

의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의 의미 내에 필요한 정보의 구성 요

소를 살펴보았다. 동 패널에 따르면 어떠한 정보가 제6조 제8항의 의미

내에 필요한 정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닌 각각의 반덤핑 조사의 특정한 상황에 비추어 결정되

어져야 한다고 보았다.37) 이에 따라 조사당국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그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해당

조사당국은 필요한 정보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반덤핑 조사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

2.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반덤핑 협정 부속서 2는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다.38) 동 협정 제6조 제8항에 대

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동 협정 부속서 2는 동 협정 제6조 제8항을 해석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39) 이는 동 협정 제6조 제8항 2문에서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동 협정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라고 명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조항 2문 내에 “준수된다(shall be observed)”라

는 표현에서 ‘Sh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 협정 부속서

조.
37) WTO Panel Report, Korea – Certain Paper, supra note 31, para. 7.43.
38)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 3. GATT(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삼성
출판사, 1996, p. 280.

39) Durling, J.P. and Matthew R.N., 『Understanding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negotiating history and subsequent interpretation』, Cameron May,
2002,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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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조항들의 성질이 의무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 협정 부속서

2 조항들은 조사당국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결정에 구체적인 지

침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부속서 2의 역할은 동 협정 부속서 2의 성질이

의무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40) 따라서 동 협정 부속서 2의 모든 조항들

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 의무적 성질을 가진다. 만약

조사당국이 동 협정 부속서 2에서 규정된 개별 조항들에 따른 의무를 충

족하지 못할 경우 이는 동 협정 제6조 제8항의 위반으로 이어진다.41) 이

에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동 협정 부속

서 2에서 규정된 모든 조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기 전에 조사당국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한 조

항이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2 제1항

조사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

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

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

시 신청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포함,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

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

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42)

40) WTO Panel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Steel P late from India, WT/DS206/R, adopted 2002.07, para. 7.56.

41) 장승화,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불리한 가용 정보 적용’의 WTO 합치성 – 미국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
연구, Vol. 15(3), 2017,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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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조사당국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조사당국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요청되는 정보를 알려

야 한다. 이 때 요청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여부는 조사당국이 결정할 수

있다.43) 두 번째,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에 의해 요청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

개시 신청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해야 한다.44) 이 때 합리적인

기간은 조사당국이 정한 기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기간은 각

각 반덤핑 조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 진다.45)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요청되는 정보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동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조사당국은 동 조항을 충족하지 못 하

게 되며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

련하여 Argentina – Ceramic Tiles46) 사건의 패널은 조사당국이 명확

42) 부속서 2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aragraph 1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specify in detail the information required from any interested party,
and the manner in which that information should be structured by the interested
party in its response. The authorities should also ensure that the party is aware that
if information is not suppli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authorities will be free to
make determina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by the domestic industry.
43) WTO Panel Report, Egypt – Steel Rebar, supra note 33, para. 7.155.
44) WTO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Anti-Dumping Measure on
Farmed Salmon from Norway, WT/DS337/R, adopted 2008.01, para. 7.453.

45)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Hot-Rolled Steel, supra note 27, para. 86.
46) World Trade Organization, Argentin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of Ceramic F loor Tiles From Italy, DS189, adopted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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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이해당사자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한 것에 대하여 조사당국은 해당 이해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다고 보았다.47) 동 사건의 패널은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따라 요청

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해야한다는 요건은 조사당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지 못하여 이해당사자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조사당국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

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보았다.48) 즉,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요

청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지 못 했다면 해당 조사당국은 합리적인 기

간 이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1문은 조사개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as soon as possible)’ 조사당국은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

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문구는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정

보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49) 여기서 동 조항 1문상 ‘가

능한 한 조속히’라는 문구의 해석에 반덤핑 조사대상기간의 연장을 금지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 제소국인 멕시코는 동 조항에 따라 조사개시 후 가

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므로 동 조항 1문의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문구는 조사당국

이 조사기간의 연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패널은 멕시코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동 조

항을 포함하여 여타 다른 반덤핑 협정 조항에서 조사기간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또한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과정 동안에 갱신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50) 즉, 동 조항은 조사당국의

47) WTO Panel Report, Argentin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arton-Board Imports from Germany and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of Ceramic Tiles from Italy, WT/DS189/R, adopted 2001.11, paras. 6.53,
6.54.

48) Ibid., paras. 6.55, 6.58.
49) WTO Panel Report, Egypt – Steel Rebar, supra note 33, para. 7.155.



- 20 -

반덤핑 조사기간 연장을 금지하지 않는다.

4.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의 기능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는 이용 가능한 사실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다. 반덤핑 협정 전체 내에 반덤핑 조

사를 지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의사결정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는 조사당국이 그 판정의 근거로 “최선의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 비록 “차선의 사실”일지라도 이러한 “차선의 사실”에 근거

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51) 동 협정 제6조 제8항

과 동 협정 부속서 2 내에서 “최선의 정보”란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이

해당사자가 제공하는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차선의 정보”란 조사당국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말한다. 즉, 동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는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도록 해준

다.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은 조사당국이 필요한 정보에 기초하여 정

상가격과 수출가격을 계산하지만 일부 경우에 그 계산에 있어 이해당사

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필요한 정보가 부재할 수 있는 상황

을 해결해준다. 즉, 동 협정 제6조 제8항은 조사당국에게 이용 가능한 사

실을 사용하여 반덤핑 조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조사당국이 필요한 정보

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52)

반덤핑 협정 부속서 2는 어떤 정보가 이용 가능한 사실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동 협정 부속서 2 조항들은 조사당국이

50) WTO Panel Report, Guatemal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 on Grey
Portland Cement from Mexico, WT/DS156/R, adopted 2000.11, para. 8.177.

51) WTO Panel Report, US – Hot-Rolled Steel, supra note 27, para. 7.55
52) WTO Panel Report, Egypt – Steel Rebar, supra note 33, para. 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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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53) 동 협정 부속

서 2의 기능은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사실의 권리 사용 시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사용은 금지하여 그 정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결과

적으로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사실의 권리남용을 막는 기능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는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함에

있어 동 협정 제6조 제8항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면서 반덤핑 조사와 관

련된 이해당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조사당국에 의해 사용되는 이

용 가능한 사실은 대개 조사당국 본국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이

해당사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해당사자는 최

대한 그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동 협정 제6조 제8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WTO 수

입국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WTO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수출국의 이해당사자에 대해 필

요한 정보를 요청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표현하

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이해당사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에 반덤핑 조사대상 이해당사자는 조사당국이 요구한 필요

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조사당국은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지 못 했다고 판정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의 관계

반덤핑 협정 부속서 2는 동 협정 제6조 제8항에 참고로서 편입되었

53) Ibid., para. 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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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4) 동 협정 제6조 제8항 2문에서 “이 항의 적용에 있어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 된다(The provisions of Annex II shall be observ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6조 제8항 2

문내에 ‘준수된다(Shall be observed)’라는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 협정 제6조 제8항 전체에 대해 동 협정 부속서 2가 적용됨을 나타낸

다. 이에 따라 동 협정 부속서 2의 조항들은 제6조 제8항의 개별적인 요

소의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들을 제공한다. 즉, 동 협정 제6조 제8항

의 모든 요소들은 동 협정 부속서 2 내에 모든 조항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55)

반덤핑 협정 부속서 2의 조항들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에 대한 실

질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조사당국에 의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에 대한 기준도 포함된다. 이에 동 협정 부속서 2의 조항들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 내의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이용 가능한 사

실의 사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당국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56)

이에 따라 WTO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을 해석함에

있어 동 협정 부속서 2 조항들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받는다. 예

를 들어 조사당국이 그 자신의 반덤핑 조사에 반덤핑 조사대상 상품의

관련 이해당사자가 동 협정 제6조 제8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반드시 동 협정 부속서 2 내의 모든 조항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동

협정 부속서 2 내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조사

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이용 가능한 사실 분쟁의 추이

54) WTO Panel Report, US – Hot-Rolled Steel, supra note 27, para. 75.
55) WTO Panel Report, Egypt – Steel Rebar, supra note 33, para. 7.152.
56) WTO Panel Report, US – Steel P late, supra note 40, para.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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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사실은 반덤핑 조사 대상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를 완료하지 못 하는 문제점을 해

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사실은 수출국의 이해당사자

들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닌 조사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특히 국내

산업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는 신청서 내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이용하

기 때문에 수출국의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

다.57) 이용 가능한 사실은 수입국의 조사당국과 수출국의 이해당사자에

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도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규정한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는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사용요건과 그 사

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용 가능한 사실과 관

련된 WTO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58)

현재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다는 것이다.59) 이용 가능한 사실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

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동 협정 제6조 제8항

은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사용요건과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

체적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동 협정 부속서 2는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 협정 제6조 제8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나 해당 부속서 2

내의 조항들 또한 모호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60) 이러한 모호성은 결

과적으로 WTO 회원국들에게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

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은

WTO 수입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여 판정된 덤핑 마진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

지 않고 판정된 덤핑 마진보다 훨씬 높다. 이는 미국이 2017년에 이용

57) 한국국제경제법학회, 『(新)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p. 285.
58) Adamantopoulos, K. and De Notaris, D., “The future of the WTO and the reform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 legal perspectiv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4(1-2), 2000, p. 34

59) Thulasidhass, P.R., “Constructive Methods and Abuse of Antidumping Laws: A
Legal Analysis of State Practice within the WTO Framework”, The Estey Centr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Trade Policy, Vol.13, 2012, p. 184.

60) Durling, J.P. and Matthew R.N., supra note 39, p.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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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의 평균 덤핑 마진율이 20.16%로 나

타난 것에 반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기업의 덤핑 마진율은

108.03%로 집계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61) 쉽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

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하여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이용 가

능한 사실을 적용한 횟수가 급증한 시기는 반덤핑 마진을 급격하게 고율

로 올려 부과한 시기와 일치하였다.62)

최근 이용 가능한 사실과 관련된 분쟁은 상당수 미국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3년 이전까지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반덤핑 조사에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63) 미국의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은 최근에 들

어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 내에 ‘제로

잉(zeroing)’을 사용하지 못 한 것과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덤핑협정

은 WTO 회원국에게 제로잉을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

하고 있지 않다.64) 하지만 미국은 반덤핑 조사 내에 해외 기업들에게 제

로잉을 통해 반덤핑관세를 고율로 부과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해왔

다.65)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계속하여 위법이

라고 결정하면서 미국은 이제 그 수단이 막혀버리게 되었다.66) 이에 미

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모색해야했고 그에 대

한 대안이 바로 이용 가능한 사실인 것이다.

미국은 2015년 6월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61) 한국무역협회, 2017,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
geIndex=1&nIndex=45626&sSiteid=1> 2019.01.30. 최종방문.

62) Hartigan, J.C. and Vandenbussche, H., “Disfavored Nations: Anti-Dumping at the
WTO”,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17(1), 2013. p. 108.

63)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 통상협력실,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방안”,
2017, p. 3.

64) Ragosta, J. and Joneja, N. and Zeldovich, M., “WTO dispute settlement: the
system is flawed and must be fixed”, International Lawyer, Vol.37(3), 2003, p. 720.

65) Lester, S., “WTO – Anti-Dumping Agreement-”zeroing“-role of precedent-
standard of revie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2(4), 2008, p. 835

66) 장승화, supra note 4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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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2015)을 제정하여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776조를 개

정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67) 개정 전에 관세법 776조(a)는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출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776조(b)는 조사대상자가 조사당국의 자료 제공 요처에 대해 능력에 따

라 최선을 다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신청서와 여

타 원심 및 이전 재심 최종결정 및 기록상의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자의 이해관계에 불리한 추론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관세법 776조(c)는 조사당국이 해당 원심 및 재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가 아닌 2차 정보인 조사신청서, 여타 원심 및 이전 재심 또는 기록상의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실행가능한 한 합리적

으로 얻을 수 있는 독립된 출처로부터 해당 2차 정보를 확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68)

그러나 관세법 776조가 개정되고 나서 동 조항상 이용 가능한 사실

의 요건이 많이 완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관세법 776조(b)(2)

는 2차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되었던 것을 예시적 열거로 변경시켜 조

사신청서와 여타 원심, 이전 재심 또는 기록 상의 기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2차 정보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관세법 776조

(b)(1)(B)를 추가하여 만약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였더라면 제공하였을 정

보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사당국이 가중평균 덤핑마진이나 상계가

능 보조금율을 결정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관세법 776조(c)(2)를 추가

하여 조사당국이 동일 절차 내에서 다른 부분에 적용된 덤핑마진 또는

상계관세를 활용할 때에는 이를 확증하지 않게 되었다. 아예 새로 만들

어진 관세법 776조(d)(3)는 조사당국이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을 활

용할 때 2차 정보를 확증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

67) Sverdlov, A.V., “Change is coming: what to expect from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trade remedy laws”,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7(1),
2015, p. 163

68) 조영진, supra note 16,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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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도 조사에 비협력적인 이해당사자가 만약 협력적이었다면 덤핑마진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율이 달라졌을지 여부를 추정하거나 조사당국이 사

용한 덤핑마진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율이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상업적

현실을 반영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69)

미국의 개정된 관세법 776조는 조사당국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에 관한 재량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남용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실

제로 미국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을 2013년 이전까지

는 반덤핑 조사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을 한 자릿수의 기업에게만 부과했

으나 2014년에는 23개의 기업에 대해서, 2016년에는 29개의 기업에 대해

서, 2017년 11월말을 기준으로 40개의 기업에 대해서 적용함으로써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이용 가능한 사실의 급증과 더불어 큰 문제는 반덤

핑 조사를 받는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였을지

라도 조사당국이 의도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어 협력을 어렵게 만들거

나 과거보다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다. 개정된 관세법 776조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시에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는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의 허용 수준 감소 ②답변서 상 변경 내용 제출

및 오류 수정 불허 ③이해당사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 요청 ④명확하지

않은 미상무부의 지침 ⑤이해당사자의 미상무부 조사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것이다.70)

미국의 개정 관세법이 가지는 큰 문제점은 조사당국에 대해서는 많

은 재량권을 주고 있으면서 조사대상인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이용 가

능한 사실을 적용받을 여지를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 관세

법은 이미 여러 반덤핑 조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 열연강판, 대형변압기에 이

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다. 구

체적으로 미상무부의 조사대상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대중공업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미상무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69) Ibid., pp. 142, 143.
70)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 통상협력실, supra note 63, pp.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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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요청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용 가능

한 사실을 적용하여 덤핑마진과 상계관세율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미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 경제자유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현대중공업은 변

압기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 서비스 등에 대한 수입 항목을 별도로 제공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71) 한국은 미국이 해당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조치와 규범 자체가 반덤핑 협정

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해당 사건은 양자 간 협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에 실패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았고 이에 4월 16일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따라 5월 28일 패

널이 설치되었다. 현재 분쟁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패널이 12월 5일에

구성되었다.72)

미국의 이용 가능한 사실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

한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최소 10년에서 그 이상까지 계속해서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는 미국이 제로잉 관행으로 인하여

WTO에 여러 번 제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로잉 관행을 유

지했다는 점에서 추측해볼 수 있다. 미국의 제로잉 분쟁은 1998년 제기

된 EC – Bed Linen 사건을 시작으로 2013년 US – Washing

Machines 사건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분쟁이 제기되었다.73) 현재 이

용 가능한 사실 사용에 대한 문제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위법하

다고 본 제로잉 관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용 가능한 사

실에 관한 규범인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부속서 2는 제로잉 조항과

마찬가지로 그 조항이 모호하면서도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계속하여 적용할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74)

71) 조영진, supra note 16, p. 146, 각주 52.
72) World Trade Organization,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DS539

73) 조영진, “WTO 한미 세탁기 분쟁(US-Washers)에 대한 고찰 : 표적덤핑에서의 제로
잉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Vol. 15(1), 2017, p. 58.

74) Hoekman, B. and Wauters, J., “US Compliance with WTO Rulings on Zero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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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과 관련하여 WTO 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

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일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란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에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여 수입당국

의 반덤핑 조사 대상이지만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당국에게 알려

져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연락을 줄 수 없는 이들을 말한다. 반덤핑 협

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성 여부 문제는 동 조항의 통지 방식에 대한 법의 흠결로 인한 조사당국

의 재량권에 관한 회원국 간에 입장 차이에 기초하고 있다. WTO 수입

국은 동 조항의 통지 방식에 대한 법의 흠결에 따라 통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반면에 WTO 수출국은 동 조항의 통지

방식에 대한 법의 흠결이 통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

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단계에서 반덤핑 협정의

입안자들이 계획하였던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하나만을 가지고 명

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덤핑 조사

를 담당하는 WTO 회원국이나 WTO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제

소를 심리하는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한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의 결정은 WTO 제소국

과 피제소국 모두의 국내 산업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WTO 회원국 정부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동 조항상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은 다른 반덤핑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그 정의상 직접적으로 조사당국이 통지를 줄 수 없어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수단인 공시송달을

금지하는 것은 조사당국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WTO 회원국이 덤핑을 일으켜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통제를 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Anti-Dumping”, World Trade Review, Vol. 10(1), 2011,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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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공시송달을 통하여 동 조항상 사

실들을 통지하려는 WTO 회원국은 WTO 패널이 동 규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극심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하여 이를

반대하는 WTO 회원국들은 동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알려지지 않은 이

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

항상의 사실들을 적절하게 통지를 줄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동 조항에 적

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WTO 회원국의 관점에 따르면 알려

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그 정의상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의 사

실들에 대한 통지를 받기 어려운데 공시송달을 인정하게 되면 쉽게

WTO 수입국의 조사당국에 의하여 남용될 수 있을 여지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WTO 회원국들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조사

당국의 공시송달이 효과적으로 동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통지를 주기 위

해서는 동 조항을 매우 좁게 해석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내에 사실들을 공시송달한

사례는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

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국 그리고 연합기구인 유럽연합이 동 조항

내에 사실들을 공시송달하였다.75) 특히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조치를 한 중국은 동 조항

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제소 때문에 넷 건의 WTO 분쟁을 겪었다.76) 특

히 한국 기업에게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동 조항상의 사실들을 공시송달하는 국가에 대하여 수출을 많

이 한다.77) 향후 해당 국가들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공시송달

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국

가들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75) supra note 5.
76)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 제3장 제2절 참조.
77)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1위로, 인도에 대한 수출
은 7위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은 13위를 기록하였으며 세 국가 모두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된 사실들을 공시송달한 적이 있는 국가들이다.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2019.01.03.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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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과 관련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WTO 수입

국의 조사당국이 덤핑을 하여 자국의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통하여 동 조항상의 사실들을 통

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WTO 수입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통지를 주는 조치이며 따라서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통

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송달 조치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

자에 대하여 동 조항을 알릴 수 없어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에 해당

되지 않는 조치로 보는지에 대한 WTO 회원국들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

자에 대한 공시송달과 관련된 WTO 분쟁은 China – GOES 사건과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 China – Autos(US) 사건, China –

HP-SSST 사건이 있다. 이들 사건 모두 2010년 이후에 제기된 사건들

로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이 급증한 시기와 일치하였다. 현재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조항상 알려지

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과 관련된 분쟁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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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선례

본 장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

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WTO 분

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제11조78)에 따라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을 다른 국제재판소와 마찬가

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례

구속의 원칙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례를 따르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80) 이에 따라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선례를 살펴보는 것

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 당사

국들과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

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78) DSU 제1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function of panels is to assist the DSB in discharging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Understanding and the covered agreements. Accordingly, a panel should make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matter before it, including an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applicability of and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covered agreements, and make such other findings as will assist the DSB in making
the recommendations or in giving the rulings provided for in the covered agreements.
Panels should consult regularly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give them
adequate opportunity to develop a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79) 이재민,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국제법학
회논총 Vol.55 (4), 대한국제법학회, 2010, p. 196; Bhala, R., “The myth about stare
decisis and international trade law(Trilogy, part 1)”,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14(4), 1999, p. 849.

80) Chua, A.T.L., “Precedent and principles of WTO panel jurisprudence”,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2), 1998, p. 183; Lanye, Z., “The effect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is the Dispute
Settlement Body resolving specific disputes only or making precedent at the same
time?(U.S.-China WTO Roundtable)”,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Vol.17(1), 2003, p. 221; Jackson, J.H., 『Sovereignty, the WTO and
changing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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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용 가능한 사실” 원칙 관련 선례

먼저 본 논문은 US – Hot-Rolled Steel 사건의 결정과 Egypt –

Steel Rebar 사건의 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건의 결정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과 관

련된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두 사건의 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고 보는데 이는 두 사건이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상의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period)”과 “필요한 정보(necessary information)”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두 단어는 본 논문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서도 들어있는 단어들로서 동 조항

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분석함

에 있어 두 단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아래에서는 US – Hot-Rolled Steel 사건과 Egypt – Steel Rebar

사건의 결정 사항 중 “합리적인 기간”과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US – Hot-Rolled Steel

(1) 사건 배경 및 청구내용

1998년 9월 30일 미국의 일부 철강제조업체들과 철강 노동자 등은

브라질과 일본,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열간압연강(Hot-Rolled Steel)에 대

해 반덤핑관세를 부과도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반덤핑 조사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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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미상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가 맡아서 진행하는데 미무역

위원회는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미상무부는 덤핑 여부를 판정한다. 반덤

핑 조사 신청에 따라 미상무부는 같은 해 10월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

다. 미상무부는 실무적으로 알려진 모든 이해당사자를 검토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보아 Kawasaki Steel Corporation(이하 “KSC”)과 Nippon

Steel Corporation(이하 “NSC”), NKK Corporation(이하 “NKK”)를 표본

조사하였다. 같은 해 11월 미무역위원회는 미국 산업이 브라질산과 일본

산, 러시아산 열간압연강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잠

정 결정하였으며 미상무부는 일본과 러시아산 열간압연강 수입품에 대해

심각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 존재한다고 잠정 결정하였다.81)

반덤핑 조사를 위하여 미상무부는 조사대상 기업인 NSC와 NKK에

대해 이론중량(theoretical weight) 기준 판매분을 실제 중량(actual

weight) 기준 판매분으로 환산하는데 적용할 중량 환산 기준(weight

conversion factor)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82) 이 요청에 대해 NSC는

실제중량을 측정하지 않아 요청된 중량 환산 기준을 계산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미상무부의 예비판정 이후 현장 조사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NSC는 이론중량 기준 판매분의 실제 중량 자료가 있다는 기록

상의 정보를 발견하였다. 해당 정보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판매 데이터베

이스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생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NSC는 현장 조사 14일 전에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한 중량 환산

기준을 제출하였다. NKK 또한 NSC와 마찬가지로 중량 환산 기준을 제

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NKK는 중량 환산 기준에 대한 미상무부의 요

청에 대해 중량 환산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

변을 했다. 그러나 같이 조사를 받는 KSC가 요청의 대안으로 최대로 추

산하여 제출하였고 이 접근법이 미상무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예비판정 이후에 NKK는 알게 되었다. 이에 NKK는 현장 조사 9일 전에

KSC와 동일한 방식에 기초한 중량 환산 기준을 제출하였다.83) 그러나

81) WTO Panel Report, US – Hot-Rolled Steel, supra note 27, paras. 2.2–2.5
82) Ibid., para.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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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무부는 NSC와 NKK가 요청한 중량 환산 기준 정보를 그 자신이 설

정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용 가능한

사실을 두 기업 모두에게 적용하였다.84)

결과적으로 1999년 2월 미상무부는 일본산 열간압연강에 대하여 덤

핑이 있다고 예비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KSC는 67.59%의 덤핑마진을,

NSC는 25.14%의 덤핑마진을, NKK는 30.63%의 덤핑마진을, 기타기업들

은 35.06%의 예비덤핑마진을 계산했다. 이후 미상무부는 같은 해 5월에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KSC는 67.14%의 덤핑마진을, NSC는

19.65%의 덤핑마진을, NKK는 17.86%의 덤핑마진을, 기타기업들은

29.30%의 최종덤핑마진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미상무부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최종판정에서 내려진 덤핑 마진으로 반덤핑 관세

를 부과도록 결정하였다.85)

이 사건의 제소국인 일본은 미국이 그 자신이 설정한 기한 내에 요

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용 가능한 사실을 NSC

와 NKK에 대해 적용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

서 2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해당 사안이 미

상무부가 질의서 회신에 대하여 설정한 기한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NSC와 NKK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했

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은 미상무부가 설정한 기한

을 넘어서 제출했을지라도 그것이 현장 조사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NSC

와 NKK가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86) 이와 반

대로 이 사건의 피제소국인 미국은 미상무부에 의해 설정된 합리적인 기

한 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NSC와 NKK에 대하여 반덤핑 협

정 제6조 제8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미국은 질의서 회신을 위하여 총 87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NSC

와 NKK가 그 기한 내에 중량 환산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

83) Ibid., paras. 7.33, 7.34.
84) Ibid., para. 7.40
85) Ibid., paras. 2.6–2.9.
86) Ibid., para.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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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가

‘합리적인 기간’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미상무부가 설정한 기한은 합리

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87)

(2) 결정

패널은 본 사건의 쟁점은 NKK와 NSC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

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미상

무부가 결론을 내린 것이 합당한지 여부라고 보았다. 먼저 패널은 이해

당사자가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요청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조사당국은

해당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

거로서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3항88)에 주목하였다. 동 조항은

“검증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는 ...

정보는 판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패널은 요청된 정보가 실제로 검증가능한 기간에 제출되고 검증가능

한 경우에 반덤핑 협정에 의해 규정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도록 한다

면 해당 정보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았다.89) 즉, 패널은 조사당국이

정한 기한이 지났다는 것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87) Ibid., paras. 7.40, 7.41.
88)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aragraph 3
All information which is verifiable, which is appropriately submitted so that it can be
used in the investigation without undue difficulties, which is supplied in a timely
fashion, and, where applicable, which is supplied in a medium or computer language
requested by the authorit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ations are
made. If a party does not respond in the preferred medium or computer language but
the authorities find that the circumstances set out in paragraph 2 have been satisfied,
the failure to respond in the preferred medium or computer language should not be
considered to significantly impede the investigation.
89) WTO Panel Report, US – Hot-Rolled Steel, supra note 27, paras. 7.52, 7.54,
7.55.



- 36 -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패널은 NSC와 NKK에 대하여 이

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미국이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소기구 또한 패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그 논리는 다르게 접근

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과 달리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항 190)과 동 협

정 제6조 제8항,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제3항에 주목하였다. 먼저 동

협정 제6조 제1항 1 1문에 따라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질의서

회신을 위하여 적절한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질

의서 회신에 대한 기한의 설정은 조사당국에게 그들 자신의 조사를 통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만약 기한을 설정하지 못 한다면 조사당국

은 실질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반덤핑 협정에서 규

정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또한 그 근거로서 반덤핑 협정 제5조 제10항91)과 제6조 제14항92)을 들

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항 1의 1문이 질의서 회

신에 대한 기한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동 조항 2문에서 “사유가 제시

되는 경우(upon cause shown)” 이러한 시한의 연장은 “가능한 한

(practicable)”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함으로써 질의서 회신에 대한 기

한 설정이 반드시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90)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항 1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1.1
Exporters or foreign producers receiving questionnaires used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shall be given at least 30 days for reply. Du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ny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30-day period and, upon cause shown,
such an extension should be granted whenever practicable.
91) 반덤핑 협정 제5조 제10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5.10
Investigations shall,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be concluded within one year,
and in no case more than 18 months, after their initiation.
92)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4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14
The procedures set out above are not intended to prevent the authorities of a
Member from proceeding expeditiously with regard to initiating an investigation,
reaching preliminary or final determinations, whether affirmative or negative, or from
applying provisional or fi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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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사당국은 질의서 회신에 대하여 기한을 부과할 수 있으나 2문상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93) 그 다음으로 상소

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주목하였

다. 동 협정 제6조 제8항은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여 이

해당사자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 조항에 따

르면 오직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만약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면 그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이해당사

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 협정 부속서 2 제

1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조항 2문은 정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94) 마지막으로 상소기구는 패널이 인용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

3항을 언급하였다. 동 조항은 조사당국에게 이해당사자가 제공한 정보가

동 조항상의 세 개, 어떤 경우에는 네 개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조사당국

은 판정을 내릴 때 해당 정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소

기구는 동 조항의 요건 중 하나인 “적시에(timeless)”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을 하였다. 그러나 동 조항상의 “적시에”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동 조항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상소기구는 동

조항상 “적시에”라는 단어는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항 1과 동 협정 제6

조 제8항,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세 개의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소기구는 이들 조항들이

조사당국에게 이해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일관된 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항 1은

조사당국이 질의서 회신에 대한 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동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93)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Hot-Rolled Steel, supra note 27, paras. 73
-75.

94) Ibid., paras. 7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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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하였을 경우 조사당국은 이용 가

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이해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

야 한다. 이를 통해 상소기구는 동 협정 부속서 2 제3항에 따라 만약 이

해당사자가 요청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했다면 조사당국은

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그 정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95)

상소기구는 위와 같은 해석이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상 “합리적

인 기간(reasonable period)”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따른 “합리적

인 기간(reasonable time)”에 대한 해석상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았다. 상

소기구는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단어가 특정 사건의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를 수반하는 유연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한 상황에

서 합리적인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동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의 “합리적인 기

간”이라는 단어는 각각 반덤핑 조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정의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은 합리성 개

념에 내재된 유연성과 균형적 관념과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하며 각 사건

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합리

적인 기간”의 해석을 위하여 조사당국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로서 (i)

제출된 정보의 성질과 양 (ii) 정보를 얻는데 조사대상 수출업자가 직면

하는 어려움 (iii) 정보의 검증가능성 및 조사당국이 판정을 내리는데 사

용될 수 있는 용이성 (iv) 타 이해당사자들이 만약 해당 정보가 사용됨

으로써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v) 정보의 수용이 조사당국

에게 조사를 신속히 수행할 능력을 손상시키는지 여부 (vi) 조사를 받는

수출업자가 놓친 적용 가능한 기한의 일수를 제시하였다.96)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항 1과 동 협정 제6조 제8항, 동 협정 부속서 2는

반덤핑 조사과정을 통제하고 신속히 조사를 처리할 조사당국의 권리와

요청된 정보를 제출하고 해당 정보가 고려되어야 할 이해당사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97)

95) Ibid., paras. 81-83.
96) Ibid., paras. 84, 85.
97) Ibid., para. 86.



- 39 -

상소기구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NSC와 NKK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 가

능한 사실을 적용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미상무부는 NSC와 NKK에 의해 제공된 중량 환산

기준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 노력을 하

지 않았으며 오직 기한을 초과하여 제공했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였다. 상

소기구는 조사당국이 설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요청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

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을 위반

했다고 보면서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98)

(3) 평가

본 사건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상 “합리적인 기간”이 조사당국

이 정하는 기한하고는 구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사건은 조사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사

당국 자신이 설정한 기한을 넘어선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을 지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나아가 이번 사건의 상소기구는 WTO 회원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해석을 위하여 조사당국이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의 요

소를 제시함으로써 동 조항의 명확성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은 향후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동일

한 문제에 대하여 그 판단을 요구할 때 상소기구가 제시한 요소들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사건의 상소기구 접근법은 이후 합리적

인 기간의 문제를 검토한 Korea – Certain Paper 사건의 패널에 의해

서도 지지되었다는데 이는 해당 상소기구의 결정이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99)

98) Ibid., paras. 87, 89, 90.
99) WTO Panel Report, Korea – Certain Paper, supra note 31, para.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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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2문 내에 “합리적인 기간”은 조사당국이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

다. 이에 조사당국은 조사 대상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개시에 관한

통지를 줌에 있어 자신이 정한 기간 내에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잘못된

통지라고 볼 수 있다.

2. Egypt – Steel Rebar

(1) 사건 배경 및 청구내용

1998년 12월 이집트의 철강 기업인 Ezz Steel Company(이하 “Al

Ezz”)와 Alexandria National Iron and Steel Company(이하 “Alexandria

National”)의 신청에 따라 터키산 철근(rebar)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들은 터키산 철근이 이집트 내에 덤핑을 했으며 1998

년 하반기 이후에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우려한다고 주장하였

다. 반덤핑 조사에 신청에 따라 이집트는 1999년 2월에 반덤핑조사를 개

시한다는 통지가 이집트의 관보에 게시되었다.100)

1999년 2월 초에 이집트 조사당국은 터키 내의 이해당사자에 대해

철근의 생산 비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이해

당사자들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같은 해 6월에 보냈으며 이후 이집

트 조사당국은 답변서를 보낸 이해당사자들의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현장 조사는 가격 관련 자료(price data) 만을 중심으

로 조사하였으며 생산 관련 비용(cost data)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9일에 이집트 조사당국은 터키 내의 이해당사자들

100) WTO Panel Report, Egypt – Steel Rebar, supra note 33, par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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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낸 답변서에 비용 관련 자료가 터키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각각의 이해당사자에 대하

여 통지하였다. 이집트 조사당국은 터키의 이해당사자들이 1999년 9월 1

일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료를 조정하여 월별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겠다고 이해당사자들에 대

하여 통지하였다. 모든 터키의 이해당사자들은 해당 자료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집트 조사당국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

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조사당국은 모든 터키의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1999년 9월 5일까지 14일을 연장하여 주었다.101)

1999년 10월 이집트는 관보에 터키산 철근 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게시하였다. 반덤핑 조사를 통하여 결정된 반덤핑 관

세율은 Habas의 경우 22.63%, Diler의 경우 27%, Colakoglu의 경우

45%, ICDAS의 경우 30%, IDC의 경우 61%, Ekinciler의 경우 61%, 기

타 기업들의 경우 61%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제소국인 터키는 이집트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터키는 터키 응답

자들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터키에 따르면 이

해당사자들은 8월 19일 비용 관련 자료에 대한 요청과 관련된 답변서에

서 제공한 비용 관련 자료는 누락된 정보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터키는 터키의 이해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해 이 사건의 피제소국인 이집트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기

로 한 결정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에 따라 정당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집트는 초기에 이해당사자들이 제공한 보고

한 비용 관련 자료는 불완성되어 사용될 수 없는 정보였다. 또한 이집트

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는 8월 19일 조사당국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집트는 터키의 이해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02)

101) Ibid., para. 7.133
102) Ibid., paras. 7.143, 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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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

패널은 터키의 이해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패널은

먼저 이집트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에 대한 결정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집트 조사당국은 최종 보고서 내의 1.6.5 단락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에 대한 결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03)

“이해당사자들이 요청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

에 조사당국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덤핑마진을 계산하기로 결정했다.”104)

패널은 해당 보고서가 이집트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

하기로 한 결정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동 보고서에 따라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상 “필요한 정보”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다. 패널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 내에 “필요한 정보(necessary

information)” 단어란 “요구되는(required) 정보” 또는 “요청되는

(requested)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패널의 관점에 따르

면 동 조항은 “필요한 정보”의 개념을 그 자체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103) Ibid., para. 7.149.
104) 해당 최종 보고서의 1.6.5 단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6.5
Because parties did not provide all the data require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decided to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calculate margins of
dump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which
provides that:
[quotation of Article 6.8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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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덤핑 협정 내에 다른 곳에서 해당 단어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여

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105)

이에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 2문에서 “이 항의 적용에 있

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고 규정한 문구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 2문에서 “준수된다(shall be observed)”라는 구절은

이용 가능한 사실이 사용될 수 있을 때와 이용 가능한 사실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루는 모든 요소들은 부속서 2의 조항들을 반드시 따라

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 상의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살펴보았다. 동 조항은 조사당국에게 이해당사자

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사당국이 가

장 먼저 반덤핑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패널은 보았다.

즉,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상의 의미에 따라 어떤 정보가 필요

한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조사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106)

(3) 평가

본 사건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상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여부는 조사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동

조항은 그 자체로 필요한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사건의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 외에 다른 반덤핑 협정 내에서

이를 지침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

을 인용하였다. 패널은 부속서 2 제1항의 요건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정보란 조사당국의 자유재량

105) WTO Panel Report, Egypt – Steel Rebar, supra note 33, paras. 7.150, 7.151.
106) Ibid., para. 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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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맡겨진다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패널 결정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1문

내에 “요청되는 정보”는 조사당국이 정하는 사항이다. 이에 조사당국은

조사 대상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개시에 관한 통지를 줌에 있어 자신

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사당국이 이

해당사자에 대하여 통지를 줌에 있어 요청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여부를

서술하지 않았다면 이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동 협정 제6조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다.

제2절 “이용 가능한 사실” 적용례로서 공시송달 선례

아래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선례인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107), China – GOES108), China –

Broiler Products109), China – Autos(US)110), China – HP-SSST111)

의 결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107) WTO Panel Report, Mexico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 WT/DS295/AB/R, adopted 2005.12; WTO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 WT/DS295/AB/R, adopted
2005.12

108) WTO Panel Report, China –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 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 WT/DS414/R,
adopted 2012.11

109) WTO Panel Report,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Broiler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WT/DS427/R, adopted 2013.09

110) WTO Panel Report,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WT/DS440/R, adopted 2014.05

111) WTO Panel Report, China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HP-SSST”) from japan,
DS454 / China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HP-SSST”)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60/R, adopted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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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위에서 언급된 사건들의 패널 결정에 당사국들의 주장이나 패널

의 결정에 자주 인용되었기 때문에 동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본 논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네 개의 사건은 최근

2012년 이후에 나온 사건들로서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의 경향을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선례로 선정하였다. 각 사건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부

정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 결정과 동 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적

법성을 긍정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 결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인용되었기 때문에 동 상소기구의 결정은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부정한 사건으

로 구분하였다.

1. 공시송달을 부정한 선례

(1)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결

정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 그 자체의 적법성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 상소기

구의 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과 관련된 선례에서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

달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주장의 근거로서 자주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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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 상소기구의 결정을 분석하는 것은 본 논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동 사건에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

은 멕시코의 덤핑판정과 해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제64조이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것은 멕시코의 덤핑판정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관련된 부분만 살펴본다.

가. 사건 배경 및 청구내용

2000년 6월 2일 멕시코 쌀 위원회(Mexican Rice Council)은 멕시코

상업 및 산업진흥 사무국(Secretariat of Commerce and Industrial

Development: 이하 “SECOFI”)에 대해 미국산 장립종 백미(long-grain

white ric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멕시코 조사당국은

2000년 12월 11일 멕시코 연방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조사개시를 공고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멕시코 조사당국인

멕시코 경제부(Economia)112)는 반덤핑 조사에 대한 조사개시 통지서와

질의서를 신청인인 멕시코 쌀 위원회와 미국 정부 및 신청서 내에 확인

된 두 곳의 이해당사자인 Producers Rice Mill Inc(이하 “Producers

Rice”)과 Riceland Foods Inc(이하 “Riceland”)에게 제공하였다. 동 통지

서에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30일의 기간 이내에 반덤핑 조사에 나

타나도록 명시하였다. 조사개시 이후에 두 곳의 이해당사자인 The Rice

Company(이하 “Rice Company”)와 Farmers Rice Milling Company(이

하 “Farmers Rice”), 미국의 산업협회인 USA Rice Federation이 자발적

으로 나타나서 질의서 사본을 멕시코 조사당국에게 요청하였다. 반덤핑

조사에 나타난 Producers Rice, Riceland, Rice Company, Farmers Rice

는 2001년 2월 22일과 2001년 3월 6일에 멕시코 경제부에게 질의서 답

변서를 제출하였다.113)

112) 멕시코 상업 및 산업진흥 사무국의 후신
113) WTO Panel Report,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supra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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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멕시코 조사당국은 2001년

7월 18일에 예비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에서 멕시코 조사당국은

Riceland와 Rice Company, Farmers Rice가 덤핑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Producers Rice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동안에 멕시코에 반덤핑 조사대상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예비판정 이후 멕시코 조사당국은

2002년 6월 5일에 최종판정을 내렸다. 최종판정에서 Farmers Rice와

Riceland에 대해서는 덤핑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으며 이에 동 이해당

사자에 대해서는 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Rice Company에 대해

서는 3.93%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고 3.9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기타 모든 미국 이해당사자에 대해

서는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10.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

다.114)

제소국인 미국은 멕시코 조사당국 그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고 또한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

용한 멕시코 조사당국의 덤핑 판정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

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멕시코 조사당국의 덤핑 판정과 관

련하여 동 조항상 관련 사실들을 적절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동 조항

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멕시코 조사당국의 조

치는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5)

그에 반하여 피제소국인 멕시코는 멕시코 조사당국의 덤핑 판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이 요청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사실을 동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이번 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이

해당사자는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으로 동 조항에 따라 이용 가

107, paras. 2.1-2.5.
114) Ibid., para. 2.6
115) Ibid., para.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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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사실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116) 따라서 멕시

코의 조치는 동 조항에 합치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결정

상소기구는 멕시코 조사당국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

기 전에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다. 동 사건에서 멕시코 조사

당국은 멕시코 신청인들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에서 알려진 이해당사자인

Producers Rice와 Riceland, 그리고 멕시코 조사당국의 조치에 따라 자

발적으로 나타나서 반덤핑 조사에 참여한 The Rice Company와

Farmers Rice에 대하여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부과하였다. 멕시코 조사당

국은 동 네 곳의 이해당사자 외에 다른 모든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가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잔여 덤핑마진을

계산하였다. 동 이용 가능한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로 구성되었으

며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로 구성된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알려지

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10.18%의 덤핑마진을 부과하였다.117)

이번 사건의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2문이 “수

입국 신청인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조사당국이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동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당사자가 “알도록”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동 조항 2문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에 불리할 수 있는

116) Ibid., para. 7.176.
117) WTO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supra note 107, para. 235.



- 49 -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받기 전에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기

회를 받도록 요구한 조항이라고 보았다.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조

사당국에게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통지받지 못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받지 못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당국이 동 조항에 따라 요청

한 정보를 통지받지 못 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판정을 내린 것

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보았다. 동 사건에서 멕시코 조사당국

은 반덤핑 조사 신청인들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에서 알려진 이해당사자

인 Producers Rice와 Riceland, 그리고 멕시코 조사당국의 조치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타나서 조사에 참여한 The Rice Company와 Farmers

Rice에 대해서는 요청되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통지를 주었다. 그에 반하

여 미국 내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동 정보를 직접적으

로 통지하지 않았다. 멕시코 조사당국은 미국 내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항에 따른 사실들을 통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

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사당국이 동 조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를

통지받지 못 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는 것은 동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

를 부인 받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알려

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통지하

지 않으면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해당 사건의 멕시코 조사당국은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상소기구는 결정했다.118)

다. 평가

118) Ibid., paras. 25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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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은 직접적으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

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를 쟁점

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적 쟁점과 관련된 판단 요소를 제

공한다.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가 동 조항의 사실들을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통지되어야 충족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해당 사건의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통지의무 충족

기준 범위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상소기구는 동 조항 2문을 문언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사당국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당사자가 “알도록”할 것을 요

구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동 조항은 자신의 이

익에 불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받기 전에 조사당국이 요

청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상소기구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그 정의상 조사당

국에게 요청되는 정보를 통지받을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19) 상기한 상소기구의 결정에 따르면 동 조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는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통지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해당 사건의 상소기구가 동 조항 2문을 해석함에 있어

조사당국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해석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결국 상소기구는 동 조항의 통지

의무 충족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에 따르면 동 조항의 통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접

적으로 통지를 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동 상소

기구가 동 조항의 주요한 선결요건인 통지의무의 충족 기준 범위를 상당

히 높게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은 직접적으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

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를 쟁점

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적 쟁점과 관련된 판단 요소를 처

119) Ibid., para.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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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제공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China – GOES

가. 사건 배경 및 청구내용

중국의 철 생산업자인 WISCO 기업(Wuhan Iron and Steel

Corporation, 武漢鋼鐵(集團)公司)과 Baosteel 기업(Baosteel Group

Corporation, 中國寶武鋼鉄集團有限公司)은 2009년 4월 29일 미국산 방향

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

사에 대하여 조사개시 신청서를 중국 조사당국인 중국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제출했다. 두 곳의

중국 신청 기업들은 방향성 전기강판의 미국 생산업자가 덤핑을 하였으

며 이러한 덤핑이 된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은 중국 국내 산업에 대해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2009년 8월 19일 중국 조사당국은 미

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두 곳의 신청 기업들에 의해 제기된 반덤

핑 조사를 개시하였다.120)

중국 조사당국은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조사개시를 공고문으로 통지하였다. 동 공고문에서 중국 조사당국

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반덤핑 조사에 등록해야하며 만약 동 반덤핑 조

사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선의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된다고 공고하

였다. 중국 조사당국은 알려진 두 곳의 이해당사자인 AK Steel 기업

(AK Steel Corporation)과 ATI 기업(ATI Allegheny Ludlum

Corporation)에 대해 조사 통지서를 제공하면서 조사 통지서를 웹사이트

에 게시하고 중국 조사당국의 공공열람실 내에도 조사 통지서를 비치하

120) WTO Panel Report, China - GOES, supra note 108, par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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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중

국 조사당국은 베이징 내에 미국 대사관에게 조사개시를 통지하면서 동

대사관에 대하여 조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해 통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조사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

향성 전기강판 수출업자인 AK Steel 기업과 ATI 기업을 제외하고는 알

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미국 내의 어

떠한 이해당사자도 중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에 등록하지 않았다. 중

국 조사당국은 반덤핑율을 계산함에 있어 반덤핑 조사에 협력한 두 곳의

조사된 수출업자인 AK Steel 기업과 ATI 기업에 대하여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지 않은 반면에 AK Steel 기업과 ATI 기업을 제외한 미

국 내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여 덤핑율을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알려

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64.8%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하였다.121)

구체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통하여 중국 조사당국은 2009년 12월 10

일 예비판정에서 조사된 수출업자인 AK Steel 기업에 대하여 10.7%의

덤핑마진을, 또 다른 조사된 수출업자인 ATI 기업에 대하여 19.9%의 덤

핑마진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당사자에 대하

여 25%의 덤핑마진을 예비적으로 계산했다. 예비판정 이후 중국 조사당

국은 최종판정을 2010년 4월 10일에 내렸다. 최종판정에서는 AK Steel

기업에 대하여 7.8%의 덤핑마진을, ATI 기업에 대하여 19.9%의 덤핑마

진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64.8%의 덤핑마진을 적용했다. 중국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발견된

덤핑이 중국 방향성 전기강판 국내 산업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야기했으

며 해당 덤핑이 된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중국 국내 산업의 피해 사

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122)

제소국인 미국은 중국 조사당국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중국 조사당국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

121) Ibid., paras. 7.370, 7.371.
122) Ibid., paras.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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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고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

았을 때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 조사당국이 베이징 내의 미국 대사관에 대

하여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반덤핑 조사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외에는 중국 조사당국에게 알려진 이해당사자인 AK

Steel 기업과 ATI 기업을 제외하고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

한 다른 미국 내의 모든 방향성 전기강판 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23)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항을 고려하였을 때 반덤핑 협정 제6

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특정 정

보를 이해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였을 때에만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덤핑마진을 동 이해당사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러나 중국 조사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내의 알려지지 않은 이

해당사자에 대하여 기타 덤핑율을 계산함에 있어 이용 가능한 사실을 부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미국은 보았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중국 조사당

국의 조치가 알려지지 않은 수출업자에 대하여 기타 덤핑율을 계산함에

있어 이용 가능한 사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이에 반덤핑 협정 제

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124)

그에 반하여 피제소국인 중국은 중국 조사당국이 방향성 전기강판

과 관련된 반덤핑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공고문을 공표했으며 반덤핑 조

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동 반덤핑 조사에 등록해야 함을 공고

문에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동 공고문은 중국 조사당국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반덤핑 조사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철 생산업자인

WISCO 기업과 Baosteel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내에 최선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사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중국 조사당국은 조사개시 통지서를

그 자신의 웹사이트와 공공열람실 내에서 비치하여 공시송달하였으며

베이징 내에 미국 대사관으로 조사개시 통지서를 제공한 점을 근거로 반

덤핑 협정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125)

123) Ibid., para. 7.373.
124) Ibid., paras. 7.372, 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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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다룬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사실관계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

다. 또한 중국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기타 관세율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 사건의 상소기구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

자에 대하여 기타 관세율을 적용하려는 정책적 함의를 고려했다고 보지

않았다. 중국은 반덤핑 협정 그 어느 곳에서도 조사당국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의 흠결은 조사당국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해 어떻게 덤핑마진을 계산해야하는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주

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만약 동 조항이 알려지지 않은 이

해당사자에 대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문

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만약 반덤핑 조사에 협력하려

는 이해당사자가 반덤핑 조사에 협력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적다고 판

단할 경우 반덤핑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

였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을 공시송달한 것은 동 조항

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126)

한편 이 사안의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

여 제3국으로 참여한 인도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언급하였다. 인도는 동 조항이 분명하게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인도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공시송달을 통하여 통지를 줄 수 없

다고 본다. 일본은 동 조항에 따라 조사당국은 그 자신에 의해 요청된

125) Ibid., para. 7.376.
126) Ibid., paras. 7.377-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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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지받지 못 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덤핑마진을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일본

에 따르면 동 사건에서 중국 조사당국이 공시송달을 통하여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에게 통지를 주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 협정 제6조 제8항에 따른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은 오직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요건인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동 요청된 정보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제공되지 못할

경우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통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다.127)

나. 결정

패널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

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패널에 따르면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고자 하는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

자들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와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이용 가능

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를 줄 것을 요구한다. 동 조항

상의 필요한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는 요건은 동 협정 제6조 제1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이 조사당국에게 통

지할 것을 요구하나 그 통지가 이해당사자에게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패널

은 동 조항상 “...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주목

하였다. 패널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각각의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공시송달한 사실을 알도록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28)

또한 패널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127) Ibid., paras. 7.380-7.382.
128) Ibid., paras. 7.383, 7.385, 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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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의 논리에 대하여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해당 상소기구에 따

르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이해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받기 전에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조사당국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통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부인당하며 결과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

여는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았다.129) China – GOES사

건의 패널은 이번 사건의 조사당국 조치가 해당 상소기구 사건의 조사당

국 조치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조

사당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통지받을 수 없다고 한 견해를 지지하면서 나

아가 동일한 논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업자(non-existent exporters)

에게까지도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130)

동 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이 조사당국에 의해 요청된 정보와 만약

동 정보가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침을 규정하지 않고 있

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동 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이 조사당국에게 요

청한 정보를 이해당사자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문구에 따르면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는 각

각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항의 사실들을 필연적으

로 알도록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31) 즉,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에 대한 공시송달은 동 조항의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에 조사당국이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을 공시송달하는 것은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요청한 “필요한 정보”를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조사당국은 동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상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129) Ibid., para. 7.388.
130) Ibid., para. 7.389.
131) Ibid., para. 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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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132) 중국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

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협정 제6조 제10항133)

과 동 협정 제9조 제4항을 포함하여 다른 어떠한 반덤핑 협정에서도 이

를 규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알려지

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다. 패널은 중국의 주장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의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법의 흠결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았다.134) 위와 같은 이유로 패널은 중

국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동 협정 제6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

고 결정하였다.

다. 평가

China – GOES 사건의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통

지의무 충족 기준 범위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논리를 인용하였다.

해당 상소기구의 논리를 지지하면서 China – GOES 사건의 패널은 동

132) Ibid., para. 7.387.
133)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0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10
The authorities shall, as a rule,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each
known exporter or producer concerned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In cases
where the number of exporters, producers, importers or types of products involved is
so large as to make such a determination impracticable, the authorities may limit
their examination either to a reasonable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or products by
using samples which are statistically vali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uthorities at the time of the selection, or to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volume
of the exports from the country in question which can reasonably be investigated.
134) WTO Panel Report, China - GOES, supra note 108, para. 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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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받기 전에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

공할 기회를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한다고 보았다. 동 패널은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통지받을 수 없다고 보았으

며 나아가 동일한 논리가 존재하지 않은 수출업자에게도 확장되어 적용

된다고 보았다.135) 동 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이 조사당국에게 통지 의무

를 부과하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에게 통지를 주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동 패널은 이러한 법

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상 “...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는 문언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해당 문언에 따르면 조사당

국의 공시송달 조치는 각각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

항의 사실들을 필연적으로 알도록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36) 상기한

패널의 결정에 따르면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는 동 조항의

사실들을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과

마찬가지로 패널이 동 조항의 통지의무 충족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패널 결정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통지의무

충족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였다. 해당 사건의 결정에 따르면 동 조

항의 통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지를 주는 것만이 유

일하게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패널의 결정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과 마찬가지로 China – GOES

사건의 패널이 동 조항의 주요한 선결요건인 통지의무의 충족 기준 범위

를 상당히 높게 잡았다고 볼 수 있다.

2. 공시송달을 긍정한 선례

135) Ibid., paras. 7.388, 7.389.
136) Ibid., para. 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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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a – Broiler Products

가. 사건 배경 및 청구내용

중국의 유축농업협회(China Animal Agriculture Association,

CAAA)은 2009년 8월 14일 미국산 브로일러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신

청하였다. 이에 중국 조사당국인 중국상무부는 동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2009년 9월 27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중국 조사당국은 반덤

핑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Keystone, Tyson, Pilgrim’s

Pride 기업 세 곳으로 한정하였다. 중국 조사당국은 이들 세 곳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반덤핑 질의서를 보냈으며 그와 동시에 중국 조사당국의

웹사이트에 관련 등록 신청서137)와 통지서, 질의서를 게시했다. 조사개시

통지서는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2009년 10

월 19일까지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중국 조사당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 조사개시 통지서는 만약

이해당사자가 동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에 중국 조사당국이 요

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공시송달을 통하여 중국 조사당국

은 이후 36곳의 미국 생산업자와 수출업자로부터 반덤핑 조사에의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미국 생산업자와 수출업자 외에 미국 산업협회인

USAPEEC(United States Poultry & Egg Export Council)로부터도 참여

신청을 받았다.138)

반덤핑 조사를 통하여 중국 조사당국은 예비판정에서 Keystone의

경우 44% 반덤핑율을, Tyson의 경우 43.1% 반덤핑율을, Pilgrim’s Pride

137) 이번 사건의 중국 조사당국은 등록신청서에 대해 외국 생산업자와 수출업자들에게
상세한 연락처와 조사기간 동안에 중국으로 수출한 브로일러 상품의 수량과 가격을
포함하여 그들 이해당사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138) WTO Panel Report, China – Broiler Products, supra note 109, paras. 7.273,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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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80.5% 반덤핑율을 결정했으며 중국 조사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만 조사받지 않은 미국 기업들에 대하여는 64.5%의 가중평균 덤핑마진

을 적용했다. 중국 조사당국은 중국 조사당국에 등록되지 않고 그 결과

로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기타 미국 기업들에 대해 105.4%

의 관세율을 다음의 예비 반덤핑 판정에 따라 부과했다.139)

“미국에 있는 기타 기업들은 조사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질

의서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덤핑 규정 제 21조에 따라

조사당국은 얻은 사실들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

하여 해당 덤핑과 덤핑마진과 관련된 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한

다.”140)

중국 조사당국은 이후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조사대상기업인

Keystone의 경우 50.3%의 반덤핑율을, Tyson의 경우 50.3%의 반덤핑율

을, Pilgrim’s Pride의 경우 53.5%의 반덤핑율을 결정하고 중국 조사당국

에 등록되어있지만 조사받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51.8%의 반덤핑율을 변

경하여 결정했다. 중국 조사당국은 기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 판정과 같은 방식의 접근법을 따랐으며 이에 따라

기타 미국 생산업자에 대해 105.4%의 반덤핑율을 다음에 최종 반덤핑

판정에 따라 확정했다.

139) Ibid., paras. 7.275, 7.276.
140) Ibid., para. 7.276.
동 부분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to all other companies in the U.S. that neither make an entry for appearance nor
provides a questionnaire response, according to Article 21 of the AD Regulations, the
Investigating Authority decides to make determination related to the dumping and
dumping margin using facts that have been obtained and the best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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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기타 기업들은 조사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질

의서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규정 제21조에 따라 해

당 조사당국은 얻은 사실들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

용하여 각각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판정을 내리기로 결정

한다.”141)

제소국인 미국은 중국 조사당국이 미국 내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와 요청되는 정보, 그리고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동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조사당국

이 미국 내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

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중국 조사당국은 알려지

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질의서 사본을 결코 보내지 않았으며 이에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은 요청된 정보를 통지 받지 못 했다고 보았

다. 미국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

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조사당

국은 알려지지 않은 수출업자들에 대해 요청된 정보뿐만 아니라 질의서

사본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142)

미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된 기타 반덤핑율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

만 이번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반덤핑 조사 자체를 알지 못 하여 반덤핑

141) Ibid., para. 7.278.
해당 부분 원문은 다음과 같다.
“ As to all other companies in the U.S. that neither make an entry for appearance
nor provides a questionnaire response, according to Article 21 of the AD Regulations,
the Investigating Authority decides to determine their respective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using facts that have been obtained and the best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142) Ibid., para. 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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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용 가

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중국 조사당국이 부속서 2 제1항의 요건들을 이행하기 위하

여 (i)중국 조사당국의 웹사이트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ii)베이징 내에 열

람실에 조사개시 통지서 사본을 둔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첫째, 중국 조사당국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은 반덤핑 조사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덤핑 조사참가를

위해 등록할 것을 미국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덤핑 조사개시일

로부터 최소한 20일 이내에 한번은 중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야 관련 정

보들을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미국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국

조사당국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이해당사자가 30일에 한 번씩 중국

조사당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조사개시 통지서를 열람실에 비치한 조치는

알려지지 않은 수출업자 또는 생산업자에게 동 조항과 관련된 정보를 알

리도록 보장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143)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미국

은 중국 조사당국이 취한 공시송달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을 통지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공시송달 조치가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제소국인 중국은 중국 조사당국이 요청하는 정보와

중국 조사당국에의 반덤핑 조사에 등록하지 않아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

지 못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중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개시에 관한 공고문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

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해 알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조

사당국은 동 공고문을 중국 조사당국의 웹사이트와 중국 조사당국의 열

람실에 게시함으로써 공시송달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 조사당국

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필

143) Ibid., para. 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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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이용 가능

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중국 조사당국

의 광범위한 통지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의 비협력을 고려할 때 이

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144)

중국은 이번 사건이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조사당국이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두 곳의 알려진 수출업자들과 미국 대사관에게만 하였고

그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수출업자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고 보았다. 그에 반해 이번 사건의 중국 조사당국은 공시송달을 통하

여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조사개시 통지서와 등록신청서 서

류를 배포하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중국은 China – GOES 사건의 패널 결정에서 공시송달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충분한 통지를 주지 않는다고 한 견해는 잘못

된 것이며 이에 대한 쟁점은 이번 사건의 패널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145) 따라서 중국은 공시송달 조치가 동 조항에 합치된

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안의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문제에 대하여 제3국으로 참여한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언급하였다. 먼저

유럽연합은 미국의 주장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조사당국에게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통지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46) 또 다른 제 3 국으로 참여한

일본은 동 조항은 조사당국에게 이해당사자로부터 요구되는 특정한 정보

를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당국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이 조사당국에게 그들 자

신을 알리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타당한 근거

144) Ibid., para. 7.284.
145) Ibid., para. 7.285.
146) Ibid., para. 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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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47) 사우디아라비아는 동 협정 제6조 제8항

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따른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에 대한 조

건으로서 (a) 이해당사자들이 적절하게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b)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확인하지 못 하고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

우디아라비아는 이용 가능한 사실이 필요한 정보의 결함을 메우기 위해

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징벌적 방식 하에서는 사용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

다.148)

나. 결정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이 조사당국에게 필요한 정보에

의 요청을 어떻게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주어야하는지에 대하여 명시하

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149) 패널은 이러한 법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 협정 제6조 제8항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먼저

패널은 GATT 1994 제6조(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뿐만 아니라 반덤핑 협정에서 덤핑이 발견되어

진 수입품이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반덤핑 협정은 동 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피해(Injury)가 조

사대상 상품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은

동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의 적용을 정당화시킨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알

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의 수입품들도 포함된다고 패널은 보았다. 이

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의 덤핑이 발견되어지고 피해를 야기

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도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또

147) Ibid., para. 7.292.
148) Ibid., para. 7.295.
149) Ibid., para. 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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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9조 제5항150)에서 ‘신규 수출자 재심사

(new-shipper review)’를 통하여 개별 관세율을 요구할 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해당사자의 범주나 조사기간 동안에 수출하지 않았던 이해당사

자의 범주에도 반덤핑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

다는 점을 근거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

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151)

패널은 행정 절차나 사법 절차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

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관보(official gazette)’ 또는 인터넷을 통한 통지

를 포함한 공시송달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았다. 공시송달이

일반적으로 통지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WTO 협정 내에서도

보여진다. 예를 들어 GATT 1994 제 10조(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와

반덤핑 협정 제12조(판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은 공시송달을 통하여 통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WTO 협정 내에서도 공시송달이 통지의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았다. 공시송달과 관련된 WTO

협정 조항들은 관련 수령인들이 그들이 사업하는 국가 당국이 발행하는

관련 문서들을 참고할 것이라는 견해에 근거한다. 조사당국에게 알려지

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동 이해당사

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시송달이 필요

150) 반덤핑 협정 제9조 제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9.5
If a product is subject to anti-dumping duties in an importing Member, the
authorities shall promptly carry out a review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ndividual margins of dumping for any exporters or producers in the exporting
country in question who have not exported the product to the importing Member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provided that these exporters or producers can
show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any of the exporters or producers in the exporting
country who are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ies on the product. Such a review
shall be initiated and carried out on an accelerated basis, compared to normal duty
assessment and review proceedings in the importing Member. No anti-dumping
duties shall be levied on imports from such exporters or producers while the review
is being carried out. The authorities may, however, withhold appraisement and/or
request guarantees to ensure that, should such a review result in a determination of
dumping in respect of such producers or exporters, anti-dumping duties can be levied
retroactively to the date of the initiation of the review.
151) WTO Panel Report, China – Broiler Products, supra note 109, para. 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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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았다.152)

패널은 미국의 주장에 따른다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에 대

하여 적절한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며 이는 반덤

핑 조사에 협력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더욱 크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가 반덤핑 조사에 협력

하지 않게 만드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53) 이를 바탕

으로 패널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부속서 2 제1항에서 규

정된 관련 사실들을 공시송달을 통하여 통지하는 것은 동 조항에 합치된

다고 보았다.

다. 평가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이 조사당국에게

통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154) 동 사건의 패널은 이러한 법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을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155) 패널은 문맥에 따른 해

석을 통하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허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기한 패널의 결정에 따르

면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는 동 조항의 사실들을 이해당사

자에 대하여 반드시 통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패널은 동 조항을 문

맥적으로 해석할 때 다른 WTO 협정 내의 조항들이 동 조항의 통지의

무 충족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국 해

당 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의 통지의무 충족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결정에 따르면 동 조항의 통지 의무를 충족하

152) Ibid., para. 7.303.
153) Ibid., para. 7.305.
154) Ibid., para. 7.301.
155) Ibid., para. 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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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통지를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사

당국은 동 조항상의 사실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통지뿐만 아

니라 공시송달과 같은 수단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 WTO

협정 내의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을 내렸다. 동 패널은 반덤핑 협정뿐만

아니라 다른 WTO 협정의 조항들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문맥을 통한

분석을 통해 동 사건의 패널은 세 가지의 문맥상 근거를 들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당국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

렸다. 이번 사건의 패널 결정은 그 동안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부정한 선례를

뒤집고 그 긍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러한 패널의 문맥을 고려한 해석은 본 법적 쟁점과 관련된 다른 선례에

서 접근한 접근방식과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2) China – Autos(US)

가. 사건 배경 및 청구내용

2009년 9월 9일 중국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China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이하 “CAAM”)는 2000CC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위한 신청서

를 제출했다. 동 반덤핑조사 신청서에는 미국 내의 반덤핑 조사 대상상

품의 수출업자로서 General Motors LLC(이하 “GM USA”), Ford Motor

Company(이하 “Ford USA”), Chrysler Group LLC(이하 “Chry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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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을 확인하였다.156) 반덤핑 조사에의 신청에 따라 중국 조사당국인

중국상무부는 2009년 11월 6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중국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 중국 조사당국 웹사

이트에 조사개시 통지서 및 관련 등록신청서를 게시하였고 또한 공공열

람실에 조사개시 통지서를 비치하여 모든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이해당

사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동 통지서에는 반덤핑 조사와 관

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모

든 미국 이해당사자들은 등록 마감기한 20일 이내인 2009년 11월 26일까

지 중국 조사당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 통지서에는 또한 만약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 ‘이

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조사개시 통지서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에 중국으로

수출한 조사대상 상품의 수량과 가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등록신

청서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연락처와 조사기간 동안에 중국으로 수출된

자동차 판매 수량과 가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157) 중국 조사당국

의 공시송달 조치는 결과적으로 신청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네 곳의 이

해관계자인 Mercedes-Benz U.S. International, Inc(이하

“Mercedes-Benz USA”), BMW Manufacturing LLC(이하 “BMW

USA”), Honda of America Mfg., Inc. and American Honda Motor Co.,

Inc(이하 “Honda USA”), Mitsubishi Motors North America Inc(이하

“Mitsubishi USA”)가 자발적으로 나서게 만들었으며 이들 이해관계자들

은 반덤핑 조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등록하였다.158)

결과적으로 동 통지서에서 명시된 마감일 이전에 반덤핑 조사에 대

하여 GM USA, Ford USA, Chrysler USA, Mercedes-Benz USA,

BMW USA, Honda USA, Mitsubishi USA가 등록신청서를 통하여 중

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에 등록하였다. 중국 조사당국은 응답한 동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2009년 12월 9일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질의서를

156) WTO Panel Report, China – Autos (US), supra note 110, para. 2.2.
157) Ibid., paras. 7.87, 7.110
158) Ibid., para. 7.125



- 69 -

보냈다. Mitsubishi USA의 경우는 중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를 그만

둠에 따라 최종적으로 Mitsubishi USA를 제외한 6곳의 기업들이 중국

조사당국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2010년 1월 15일과 29일에 제출했

다.159)

이러한 반덤핑 조사 과정을 통하여 중국 조사당국은 2011년 4월 2

일 예비판정을 발표하였다. 동 예비판정에서 덤핑된 반덤핑 조사대상 수

입상품들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

라 중국 조사당국은 예비판정에서 GM USA의 경우 9.9% 반덤핑율을,

Chrysler USA의 경우 8.8%의 반덤핑율을, Mercedes-Benz USA의 경우

2.7%의 반덤핑율을, BMW USA의 경우 2.0%의 반덤핑율을, Honda

USA의 경우 4.4%의 반덤핑율을 판정했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21.5%의 반덤핑율을 판정하

였다.160)

중국 조사당국은 예비판정이 발표된 지 대략 한 달 이후에 최종 판

정을 발표하였다. 예비 판정과 마찬가지로 덤핑된 반덤핑 조사대상 수입

품들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정하였다. 중국 조사당국은 최

종판정에서 GM USA의 경우 8.9%의 반덤핑율을, Chrysler USA의 경우

8.8%의 반덤핑율을, Mercedes-Benz USA의 경우 2.7%의 반덤핑율을,

BMW USA의 경우 2.0%의 반덤핑율을, Honda USA의 경우 4.1%의 반

덤핑율을, Ford USA의 경우 반덤핑율을 판정하지 않았다. 중국 조사당

국은 예비판정과 마찬가지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21.5%의 반덤핑율을 판정하였다.161)

제소국인 미국은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에 중국 조사당국이 신청서

내에 신청인들이 확인한 수출업자들에게만 질의서를 보내면서 다른 모든

미국 내의 이해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

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세 가지의 근거를 들면서 중국 조사당국이 그 자

159) Ibid., paras. 2.3, 7.88.
160) Ibid., para. 2.6.
161) WTO Panel Report, China – Autos (US), supra note 110, para. 2.7; Mitchell,
A.D. and Prusa, T.J., “China-Autos: Haven’t We Danced this Dance Before?”,
World Trade Review, Vol.15(2), 2016, p. 311.



- 70 -

신의 웹사이트나 공공열람실을 통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통지 방식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중국 조사당국이 조사

개시 통지서와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등록신청서를 그들의 웹사이트에

게시를 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항의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미국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능

동적으로 중국 조사당국의 웹사이트를 검토하지 않는 한 이를 알 수 없

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공공 열람실에 통지서를 비치한 중국 조사

당국의 조치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통지를 줄 가능성

이 적다고 주장하였다.162)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게 동 조항상 요청되는 정보와 동 정

보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제공되지 못할 경우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통지를 주지 못 하였다고 보았

다. 결과적으로 중국 조사당국이 동 조항을 충족하지 못 한 채로 알려지

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것은 동 조항

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

기구 결정을 인용하면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요건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조사당국에 의해 요청

된 정보를 조사당국에게 제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미

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서는 동 이해당사자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에서 규정된 합리적인 기

간 이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사

실을 동 이해당사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163) 미국은 이번

사건에서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관련 사실들을 통지 받지 못 한 미

국 내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

청받지 못 했으며 이에 따라 동 협정 제6조 제8항에서 규정된 행위에 해

162) Ibid., para. 7.105.
163) Ibid., para. 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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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에게 알려지지

않아 반덤핑 조사에 등록하지 않고 이에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동 협정 제6조 제8항상의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을 정당화시

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중국 조사당국이

알려지지 않은 수출업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것은 반덤

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제소국인 중국은 미국의 주장과 달리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이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

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합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미국산 조사대상 상품의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

다. 중국은 그 근거로서 조사개시 통지서를 중국 조사당국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공공열람실에서도 조사개시 통지서를 이용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동 조사개시 통지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조사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 조사개시 통지서 공시 이후 20일 이내에 반덤

핑 조사에의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반덤핑 조사에 협력하지 않

을 경우에 중국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공시송달 이후 중국 조사당국은 신청서 내

에서 확인된 미국 이해당사자들과 그 외의 추가적으로 반덤핑 참가 등록

신청을 한 네 곳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중국은 공시송달 조치를 통하여 중국 조사당국이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청서 내에서 확인된 미국 이해당사자

외에 추가적으로 네 곳의 미국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이 반덤핑 조

사 참가등록 신청을 한 사실은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가 동 협

정 부속서 2 제1항에 합치되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는 20일 이내로 반덤핑 조

사 참가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미국 수출업자들을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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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중국은 주장했다.164)

또한 중국은 협력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리는 것은 반덤핑 조사에의 협력

을 장려한다고 보았다. 중국은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따른 통지에

협력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계속해서 정보를 요

청하는 것은 헛된 행동이라고 보았다. 또한 조사당국이 합리적이고 포괄

적인 통지를 하고자 노력했다면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165) 따

라서 중국 조사당국이 취한 공시송달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들 자신을 알리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반덤핑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것이

므로 동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리

는 것은 적법하다고 중국은 보았다. 중국은 특히 반덤핑 협정이 알려지

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마진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침묵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침묵은 결과적으로 조사당국에게

통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중국은 보았다.166) 따

라서 중국은 공시송달 조치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

항상 합치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사안의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제3국으로 참여한 유럽

연합, 일본, 한국이 이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럽연합

은 미국이 조사당국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동

조항상의 통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럽연합은 조사당국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당국이 WTO 수출국의 정부에게

반덤핑 조사대상 상품의 이해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4) Ibid., para. 7.110.
165) Ibid., para. 7.111.
166) Ibid., para. 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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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3국으로 참여한 일본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조사당국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에 의해 요청된 정보와 동 정보를 제공하지

못 했을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해당

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게 조사당국에 의해 요청된 정보와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동 이

해당사자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 일본은 개별 이해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를 주지 않

고 공시송달하는 것은 동 조항의 통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해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통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은 이번 사건 내에 조사개시 통지서를 중국 조사당국 웹사이트에 게

시하고 공공 열람실에 비치한 것은 동 조항의 의무를 충족한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반덤핑 조사를 받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을 (i)반덤핑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반덤핑 조사 참여가 사정 상 어려워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못 한 이해당사자 (ii)반덤핑 조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반

덤핑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이해당사자 (iii)반덤핑 조사를

알지 못 했거나 반덤핑 조사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해당사자로 구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첫 번째 범주의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반덤핑 협정 제9조 제4항167)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167) 반덤핑 협정 제9조 제4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9.4
When the authorities have limited their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10 of Article 6, any anti-dumping duty applied to imports from
exporters or producers not included in the examination shall not exceed:

(i) the weighted average margin of dumping established with respect to the
selected exporters or producers or,
(ii) where the liability for payment of anti-dumping duties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prospective normal valu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of the selected exporters or producers and
the export prices of exporters or producers not individual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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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두 번째 범주의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

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 범주에 속한 이해당사자

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없지만 만약 조사당국이 조사개시를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았

다. 한국은 마지막 범주 내에 반덤핑 조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해당사자에 경우 반덤핑 협정 제9조 제5항에 따른 ‘신규 수출자 재심사’

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168)

나. 결정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

기 위한 두 개의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중 첫 번

째 요건은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에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

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 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이해당사자가 만약 필요

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은 동 이

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169)

이번 사건의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

자가 조사당국에 의해 요청되는 정보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동 정보가

provided that the authorities shall disregard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ny
zero and de minimis margins and margins established under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 Article 6. The authorities shall apply individual duties
or normal values to imports from any exporter or producer not included in the
examination who has provided the necessary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as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10.2 of Article 6.
168) WTO Panel Report, China – Autos (US), supra note 110, paras. 7.114, 7.116,
7.117.

169) Ibid., para. 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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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지 못할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조사당국이 자유로이 판

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 했다면 동 이해당사자에 대하

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그러

나 동 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이 조사당국에게 동 조항에서 규정된 통지

의무를 어떻게 이행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동 조항의 법의 흠결 문제는 특히 조사당국이 잔여 반

덤핑 관세를 판정하기를 원하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의 경우에 있

어서 더욱 복잡해진다고 보았다.170)

패널은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이 객관적이고 공평

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를 통지함에 있어 조사당

국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동

조사당국은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당국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그 조사당국은 동 협정 제

6조 제8항상의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패

널은 보았다.171) 이번 사건의 중국 조사당국은 공시송달의 방식을 통하

여 동 조항의 사실들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통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동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중국은 조사개시 통지서를 중국 조사당국 웹사

이트에 게시하고 공공열람실에도 조사개시 통지서를 비치하여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이 동 통지서를 이용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공시송달 조치는 결과적으로 신청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네 곳의 추가적

인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였던 Mercedes – Benz USA, BMW

USA, Honda USA, Mitsubishi USA가 자발적으로 나타나 반덤핑 조사

에의 참여를 위하여 등록 신청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조

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당국

의 반덤핑 조사를 알리고 동 반덤핑 조사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패널은 보았다.172) 패널은 중국

170) Ibid., paras. 7.123, 7.129.
171) Ibid., para. 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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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합리적인 통지 조치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동 조항상의 통지 의무에 합치된다고 패널은 결론을

내렸다.

또한 패널은 공시송달이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를 통하여

신청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네 곳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였던

Mercedes – Benz USA, BMW USA, Honda USA, Mitsubishi USA가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나타나 반덤핑 조사에

의 참여를 위하여 등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조치가 효과적인

통지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동 조항상에 합치된다고 보았

다.173)

그러나 동 사건의 패널은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가 알려지

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합치되는

통지 방식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중국 조사당국의 조치는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동 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이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를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조사당국은 이 의무를 준수하지 못 했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중국 조사당국은 조사개시 통지서와

등록 신청서에서 이해당사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 상품의 중국으로 수출

하는 상품의 수량과 가격에 관한 것만을 요청하였다. 동 사건의 패널은

중국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는 전혀 덤핑마진을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다.174) 또한 동 조항은 판정이 이용 가능한 사

실을 근거로 자유로이 내려지기 전에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요청된 정보

를 조사당국에게 제공할 기회를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때 패널

은 요청된 정보의 범위와 이해당사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의 범위, 필

요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 누락된 정보를 대신하여 조사당국이 사용한 이

용 가능한 사실의 범위는 비슷해야 한다고 보았다.175) 이번 사건의 중국

172) Ibid., para. 7.133.
173) Ibid., para. 7.131.
174) Ibid., para. 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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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당국은 조사개시 통지서와 등록신청서 내에 요청된 정보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였다.176) 이러한 사실을 토대

로 패널은 중국 조사당국이 취한 공시송달 조치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에 대하여 동 조항에 합치되는 통지 방식이라고 인정했으나 동 조항

1문에 따른 ‘상세히’ 명시해야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 조사당국의 조치는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다. 평가

이번 사건의 패널 결정은 앞선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의

패널 결정과 같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그 분석에 있어서는 다르

게 접근하였다. 이번 사건의 패널은 이전 사건과 달리 공시송달 그 자체

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해당 법적 쟁점을 평가하였다. 이번 사건의 패널

은 공시송달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통지 수단

이라고 보아 동 조항에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China- GOES

사건의 패널 결정과 달리 동 조항의 요건을 넓게 해석한 것으로서 동 조

항상의 통지 의무를 넓게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China – Autos(US) 사건의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이 통지 의무를 조사당국이 어떻게 이행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77) 해당 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상

통지의무 충족 기준 범위는 조사당국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합리적인 조

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패널의 관점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요청되는 정보를 통지함에 있어 조사당국이 객관적이고 공평

한 합리적인 통지 조치를 취했다면 조사당국은 동 조항의 통지의무를 충

175) Ibid., para. 7.134.
176) Ibid., para. 7.136.
177) Ibid., para. 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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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게 된다.178) 패널은 동 조항상 통지의무 충족 기준을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조사당국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상기한 패널의 결정에 따르면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

의무는 동 조항의 사실들을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통지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사건의 패널은 동 조항의 통지의무 충족 범위

를 넓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결정에 따르면 동 조항

의 통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통지를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사당국은 동 조항상의 사실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통지뿐만 아니라 공시송달과 같은 수단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China – HP-SSST

가. 사건 배경 및 청구내용

2011년 9월 8일 중국의 Jiangsu Wujin 기업(Jiangsu Wujin

Stainless Steel Pipe Group Co. Ltd, 江苏武进不锈股份有限公司)과

Changshu Huaxin 기업(Changshu Huaxin Pipe Co. Ltd)이 중국 조사당

국에 대하여 유럽연합 및 일본산 ‘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

관(High-Precision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이하 “HP-SSST”)’

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중국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

를 개시하였다.179) 구체적으로 본 논문과 관련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는 China – GOES의 사실관계와 China – Broiler Products의 사실관

계와 유사하다.180) 중국 조사당국은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된 사실들을

178) Ibid., para. 7.130.
179) Ahn, D. and Zanardi, M., “China – HP-SSST: Last Part of Growing Pains?”,
World Trade Review, Vol.16(2), 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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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웹사이트에 조사개시 통지서와 질의서를 게재했다. 즉, 공시

송달의 방식으로 부속서 2 제1항을 통지한 것이다.

중국의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참여

하도록 요청한 조사개시 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는데 동 조사개시 통지

서181)는 반덤핑 조사 절차 내에 이해당사자가 시한 내에 반덤핑 조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중국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거

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에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을 적용하여 판

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182) 또한 패널은 이번 사건의 중

국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에게 보내는 질의서183)

도 공시송달하였는데 동 질의서는 이해당사자가 만약 질의서에 대한 답

변을 제공하지 못 했을 경우에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여 판정을 내

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184) 중국 조사당국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된 사실을 공시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

거하여 1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185)

이번 사건의 제소국인 일본과 유럽연합은 중국이 기타 관세율(all

others rate)을 판정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이용 가

180) WTO Panel Report, China – HP-SSST, supra note 111, para. 7.216.
181) 동 조사개시 통지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any interested party fails to register for responding to the investigation within the
time limit, MOFCOM shall have the right to reject the relevant materials submitted
by the interested party and make determinations on the basis of the available
materials when that determination is made.
182) WTO Panel Report, China – HP-SSST, supra note 111, para. 7.216.
183) 동 질의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If your company fails to provide the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this questionnaire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 or fails to provide
the complete and accurate response, or does not allow the 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s & Exports of MOFCOM to verify the provided information and material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ntidumping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Bureau of Fair Trade for Imports & Exports of MOFCOM may make its
determinations on the facts already known and best information available.
184) WTO Panel Report, China – HP-SSST, supra note 109, para. 7.217.
185) Ahn, D. and Zanardi, M., supra note 17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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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사실을 적용함에 있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요건을 준수

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동 조항은 모든 이해당

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를 명시하고 또한 동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

우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이에 일본과 유럽연합은 중국이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

용했다고 보았다. 두 제소국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선례와

China – GOES 사건의 패널 선례를 인용하였다. 먼저 전자의 선례은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의 이익에 불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

용하기 전에 동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조사당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조사

당국에게 제공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제소국은 동 사

건에서 중국의 조사당국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당국

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이해당사자가 조사당

국에게 요청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받지 못 했다고 보았다. 제소국은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동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동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 한 것이라

고 본 China – GOES 사건의 패널 선례를 인용하였다. 이번 사건의 중

국 조사당국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그 자신이 필요로 하

는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

였다.186)

그에 반하여 중국은 제소국의 주장과 달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이

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그 자신

의 주장을 위하여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을 통하여 조사개시 통지서

내에 반덤핑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 이용 가능한 사실

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동 조항에 합치된다고 결정한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의 패널 선례를 인용하였다. 중국은 중국 조사

186) WTO Panel Report, China – HP-SSST, supra note 111, para. 7.207.



- 81 -

당국이 이해당사자에 대한 질의서를 그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중국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

보와 동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충분히 통지받았다고 주장하였다.187) 따라서 중국은 공시송

달 조치가 동 조항에 합치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결정

이번 사건의 패널은 제소국과 피제소국이 인용한 China – GOES

사건의 패널 선례와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의 패널 선례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패널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위 두 개의 선례의

사실관계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서 이 세 개의 사

건 모두 중국의 조사당국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참

여하도록 요청한 조사개시 통지서를 공시송달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동

조사개시 통지서는 반덤핑 조사 절차 내에 이해당사자가 시한 내에 반덤

핑 조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중국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

료들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동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

을 적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188) 또한 이번

사건의 중국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공시송달하였다. 해당 질의서는 이해당사자가 만약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 했을 경우에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여 판

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189)

패널은 제소국과 피제소국이 인용한 선례 중에서 결과적으로 피제

소국이 인용한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의 패널 결정을 지지하

였다. 이번 사건의 패널은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가 반덤핑 협

187) Ibid., para. 7.209.
188) Ibid., para. 7.216.
189) Ibid., para. 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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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된 사실들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

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해 알릴 수 있다고 보았다.190) 동 패널은 알

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조치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

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이것이 동 조항상 알려

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의 방식은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191) 동 패널은 제소국이 인용한

China – GOES의 결정보다는 피제소국이 인용한 China – Broiler

Products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번 사건의 중국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을 통한 조치는 동 조항에 합치된다고 결정을 내렸다.192) 즉, 동 패널은

조사당국의 공시송달을 통한 통지 조치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다. 평가

China – HP-SSST 사건의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통지의무 충족 기준은 이해당사자가 동 조항상의 사실들을 확인함에 있

어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193) 패

널의 관점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취한 통지 조치가 이해당사자에게 부당

하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 통지 조치는 동 조항의 통지의무를 충

족하게 된다. 패널은 동 조항상 통지의무 충족 기준을 이해당사자를 중

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과 China –

190) Ibid., para. 7.218.
191) Ibid., para. 7.219.
192) Ibid., para. 7.220.
193) Ibid., para. 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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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S 사건의 패널 결정에서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사건의 결

정과 달리 China – HP-SSST 사건의 패널 결정은 동 조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통지의무는 동 조항의 사실들을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통

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패널

은 동 조항의 통지의무 충족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

당 사건의 결정에 따르면 동 조항의 통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직접적으로 통지를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사당국은 동 조항

상의 사실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통지뿐만 아니라 공시송달과

같은 수단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사건의 패널 결정은 그 동안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

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선례 대부분이 등장한 사건

으로서 이들 선례를 언급하고 상반된 선례 중 하나를 지지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사건의 패널은 China – GOES 사

건의 패널 결정과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의 패널 결정 중 후

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동 사건의 패널 결정이 그 동안 일관성

이 없었던 동 법적 쟁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

다. 그 이유로 첫째로 동 사건의 패널은 조사당국의 공시송달이 동 조항

상 관련 사실들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알릴 수 있는 중

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지만 어째서 중요한 요소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194) 두 번째로 동 쟁점과 관련된 선례를 인용함에 있어

China – Broiler Prodcuts 사건의 패널 결정에 동의한다고 언급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그 결정이 맞는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언급하지 않고 있

다.195) 특히 동 패널은 China – GOES 사건의 패널 결정을 왜 지지하

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패널의 빈

약한 논거는 향후 이 쟁점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는 WTO 회원국을 포

함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게 지침을 줌에 있어 큰 영향력을 주지

못 할 것이라 생각된다.

194) Ibid., para. 7.218.
195) Ibid., para. 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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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시송달의 적법성

앞선 장에서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의 해석 및 적용 양상을 각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제3장

을 통해 우리는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본 문제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WTO 패널 및 상소기

구가 본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장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

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그 외 WTO 협정 조항들을 토대로 답을 내리고자 한다. 이후 현

행 반덤핑 협정 내에서 공시송달이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

펴보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다

루고자 한다.

제1절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상 공시송달의 적법성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WTO 협정 내에 문제가 되는 특정 조항

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 조항만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WTO 협

정 전체를 가지고 해석할 것을 요구받는다.196) WTO 협정은 WTO 설립

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을 필두로

그 아래에 네 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지며 반덤핑 협정은 이 네 개의 부속

서 중 제1부속서 내에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에 속한 협정이다. 이에

반덤핑 협정 내의 특정 조항을 분석함에 있어 해당 조항만이 아닌 반덤

196) WTO Appellate Body Report, Korea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WT/DS98/AB/R, adopted 2000. 01, para.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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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협정이 속한 WTO 협정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에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

부를 확인함에 있어 그 출발점은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이 실제로 공시

송달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반덤핑 협정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을 중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대로 특정 조항을 해석할 때 그 조항만을 분석해서는 안 되며

WTO 협정 전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

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

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반덤핑 협정 이용 가능

한 사실 규범과 그 외 WTO 협정 전체 내에 동 문제와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고 그 답을 내리고자 한다.

1.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의 적법 가능성

(1)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

달의 적법성 여부 문제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문제로서 해당 조항을 먼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 조항

은 총 2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동 조항 1문은 조사당국이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명시

(specify)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조사당국에 대하

여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단어가 ‘Specify’이다. 이에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조사당국의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 조항상 1문 내에 ‘Specify’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 조항 2문은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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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가 알도록(aware) 보장할(ensure)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

다. 이 때 조사당국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단어가 ‘Aware’과

‘Ensure’이다. 이에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조사당

국의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 조항상 2문 내에

‘Aware’과 ‘Ensure’를 문언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동 문제와 관

련되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해석을 필요로 하는 단어는

‘Specify’와 ‘Aware’, ‘Ensure’이다. 동 단어들은 조사당국에게 통지를 할

것을 요구하는 단어들로서 해당 단어들이 공시송달을 부정하고 있는 의

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본 논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1문 내에 ‘Specify’이라는 개념197)은

‘분명하게 언급하는, 말하는’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

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언급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당국은 요청된 정보와 회신시 이러한 동 정보

를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당사자에게 분명하게 언급하여 통지해야할 것이

다. 이러한 사전을 통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조사당국이 공시송달을 하

였을 경우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항과 관

련된 사실들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면 그 공시송달은 동 조항에 합치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pecify’라는 개념은 이해당사자가 직접적으

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으며 조사당국이 정보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조치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1

문에 합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송달 조치가 요청되는 정보

와 회신시 이러한 동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당사자에게 분명하게

언급하였다면 그 공시송달 조치는 동 조항에 합치될 것이다.

다음으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2문 내에 ‘Aware’과 ‘Ensure’

197) Oxford Online Dictionary는 명시하다(Specify)의 개념을 ‘To mention, speak of, or
name (something) definitely or explicitly; to set down or state categorically or
particularly; to relate in detail. Usually said of persons, but sometimes of an act,
document, etc.’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http://www.oed.com/view/Entry/186017?redirectedFrom=specify#eid> 2019.01.19. 최
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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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검토하기로 한다. ‘Aware’이라는 개념198)은 ‘잘 아는, 인식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을 자유로이 적용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을 통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조사당국이 공시송달을 하였을 경우에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을 알

도록 하지 않았다면 그 공시송달은 동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모

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 조항은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해야 한다’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Ensure’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nsure’이라는

개념199)은 ‘특정한 상황의 발생이나 달성도록 하는 것 또는 특정한 결과

를 달성도록 하는 것’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특정한 상황을 달성도록

해주어야 한다. 앞서 분석한 ‘aware’라는 단어와 함께 사전적 정의를 분

석하면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상황을 달성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을 통한 문언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조사당국이 공시송달을 하였을 경우

에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하는

상황을 달성도록 해주었다면 그 공시송달은 동 조항에 합치된다는 것을

198) Oxford Online Dictionary는 알다(Aware)의 개념을 ‘Informed, cognizant,
conscious, sensible. to be aware(of, that): to have cognizance, to know’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http://www.oed.com/view/Entry/13892?redirectedFrom=aware#eid> 2019.01.19 최종
방문.

199) Oxford Online Dictionary는 보장하다(Ensure)의 개념을 ‘To make certain the
occurrence or arrival of (an event), or the attainment of (a result)’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http://www.oed.com/view/Entry/62745?rskey=rDlBsE&result=2&isAdvanced=false#ei
d> 2019.01.19.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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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 때 ‘공시송달 조치가 동 조항의 사실들을 이해당사자에게

알도록 보장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통지로서 충분히

효과를 내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시송달은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통지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절차 내에 이해당사자에게 통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200) 공

시송달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과 일본, 미국, 한국

이 있다. 먼저 독일은 형사소송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186조에서 공

시송달을 규정함으로써 공시송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공시송

달은 법원게시판에 통지서를 게시하거나 연방공보 또는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01)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110조와 동 법 제111조에서 공시송달을 규정함으로써 공시송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의 송달장

소가 불명인 때에 사용될 수 있다.202) 미국은 공시송달을 연방형사소송

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에서 규정은 하지 않고 있으

나 일부 주법에서 공시송달을 규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일리

노이주(State of Illinois) 법 715 ILCS 5/3.1은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신

문에 통지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신문은 통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203) 한국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에서 196조와 형사소송법 제63

조 및 제64조에서 공시송달을 규정함으로써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에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의 게시와 관

보 ·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204)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시송달은 법원게시장에

공시되거나 또는 관보 및 신문지상에 게재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이

200) WTO Panel Report, China – Broiler Products, supra note 109, para. 7.303.
201) 이인영과 김혜경, 공시송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대검찰청, 2013, pp. 63, 64.
202) Ibid., p. 78.
203) Ibid., pp. 53, 54.
204) 민사소송법 제194조와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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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205) 이러한 사실은 공시송달 제도가 국가 실행을 통하여 일반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공시송달 제도가 통지 수단으로

서 효과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내에 공시송달 제도는 일반적으

로 반덤핑 조사절차 내에 이해당사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

우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인터넷 또는 공공열람실 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공시송달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이용가능하

다는 점에서 반덤핑 조사절차 내에 이해당사자가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

는 것을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206) 또한 공시송달 제도는 반덤

핑 조사 절차 내에 직접적으로 송달을 줄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에 대하여 차선으로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들을 알릴 수 있는 합리

적인 조치라는 점이다.207) 특히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과

China – Autos(US) 사건, China – HP-SSST 사건에서 공시송달 제

도를 통하여 조사당국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반덤핑 조사

내에 자발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공시송달 제도가 실제로 통지로서의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가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들을 알도록 하는 상황을 달성도록 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즉, 조사당국의 공시송달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들을 알도록 하는 상황을 달성도록 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2)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기타 조항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의 다른 조항들을 통해

205) 형사소송법 제63조와 제64조 참조.
206) WTO Panel Report, China – HP-SSST, supra note 111, para. 7.219.
207) WTO Panel Report, China – Autos (US), supra note 110, para. 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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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의 조항들은 대부

분 조사당국이 준수해야할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 조사당국의 권

리 남용을 동 협정 부속서 2의 조항들을 통하여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

나 이것이 반덤핑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

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동 협정 부속서 2 제2

항과 제5항, 제7항은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반덤핑 조사에

협력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동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2 제2항

당국은 또한 이해당사자가 특정 매체(예를 들어 컴퓨터 테이

프)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

이 행해지는 경우 당국은 선호되는 매체 혹은 컴퓨터 언어로

응답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합당한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컴퓨터 체제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당사자

가 전산화된 회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요청받은 대로 응답을

하는 경우 이것이 이해당사자에게 예를 들어 불합리한 추가비

용이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추가적인 부담

을 초래하는 경우 당국은 전산화된 응답의 요청을 계속하여서

는 아니 된다. 만일 이해당사자가 이러한 매체나 컴퓨터 언어

로 전산화된 회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요청받은 대로 응답을

할 경우 이것이 이해당사자에게 예를 들어 불합리한 추가비용

이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한다면, 당국은 특정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된 응답의

요청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8)

208) 부속서 2 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aragraph 2
The authorities may also request that an interested party provide its response in a
particular medium (e.g. computer tape) or computer language. Where such a request
is made, the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reasonable ability of the interested party
to respond in the preferred medium or computer language, and should not reque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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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제5항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209)

부속서 2 제7항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

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

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

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

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력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 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

황이 그 당사자가 협력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210)

party to use for its response a computer system other than that used by the party.
The authority should not maintain a request for a computerized response if the
interested party does not maintain computerized accounts and if presenting the
response as requested would result in an unreasonable extra burden on the interested
party, e.g. it would entail unreasonable additional cost and trouble. The authorities
should not maintain a request for a response in a particular medium or computer
language if the interested party does not maintain its computerized accounts in such
medium or computer language and if presenting the response as requested would
result in an unreasonable extra burden on the interested party, e.g. it would entail
unreasonable additional cost and trouble.
209) 부속서 2 제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aragraph 5
Even though the information provided may not be ideal in all respects, this should
not justify the authorities from disregarding it, provided the interested party has
acted to the best of its ability.
210) 부속서 2 제7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aragraph 7
If the authorities have to base their findings, including those with respect to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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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 Hot-Rolled Steel 사건의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2항이 이해당사자가 질의서에 응답하는데 쏟을 노력과 조사당국의 모

든 요청을 준수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능력 사이에 균형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동 사건의 상소기구는 동 협정 부속서 2 제2항이 일

반국제법 원칙인 신의 성실원칙(good faith)을 반영한 조항으로서 동 협

정 부속서 2 제2항이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에 협력하기 위하

여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보았다.211) 동 사건의 상소기

구는 동 협정 부속서 2 제2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5항이 조사당국의

이익과 수출업자의 이익 사이에 세심한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그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

다. 다만,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그들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할 노력을

기대함에 있어 동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조사당국은 불합리한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보았다.212) 동 사건의 상소기구는 동 협정 부속서 2

제2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5항에 따라 동 협정 제6조 제13항213)은 협

력이 실제로 공동 노력을 수반하는 쌍방의 절차(two-way process

value, on information from a secondary source, including the information suppli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y should do so with special
circumspection. In such cases, the authorities should, where practicable, check the
information from other independent sources at their disposal, such as published price
lists, official import statistics and customs returns, and from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other interested par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It is clear, however, that if an
interested party does not cooperate and thus relevant information is being withheld
from the authorities, this situation could lead to a result which is less favourable to
the party than if the party did cooperate.
211)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Hot-Rolled Steel, supra note 27, paras.
100, 101.

212) Ibid., para. 102.
213)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13
The authorities shall take due account of any difficulties experienced by interested
parties, in particular small companies, in supplying information requested, and shall
provide any assistance pract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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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ing joint effort)임을 강조하였다.214) 또한 동 사건의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7항도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에 협력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동 사건의 상소기구는 동 협정 부속서 2 제

7항을 분석하면서 동 사건의 패널이 동 협정 부속서 2 제7항 상의 “협력

(cooperate)”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동일한 목적에 따라 또는 동

일한 업무 하에 함께 일하는 것(to work together for the same purpose

or in the same task)”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였다.215) 상소기구의 관

점에 따르면 동 협정 부속서 2 제7항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사당국과

함께 반덤핑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종합하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의 조항들은 조사당국에 대해서만

반덤핑 조사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지 않는다. 동 협정 부속서 2의 조항

들은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반덤핑

조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맥에 따

라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은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의 사실들을

알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시송달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용가능한 곳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는 공시송달된 정보를 확인함에 있어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노

력을 요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에 이해당사자가 노력만 할 경우 공시

송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

자는 반덤핑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의 공시송달된 정보를 확

인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는 동 협정 부속서 2의 입안자 의도에 비추어보

아도 추측해볼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동 협정 부속서 2는

‘반덤핑 관행에 대한 도쿄라운드 위원회(The Tokyo Round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에 의해 ‘제6조 제8항의 이용가능한 정보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Best Information Available in

214) WTO Appellate Body Report, US – Hot-Rolled Steel, supra note 27, para. 104.
215) Ibid., para.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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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Article 6:8)’에서 채택되고 발전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동안에 권고 원안의 실체법들은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반덤핑 협정 내에

부속서 2로 편입되었다. 이 권고 원안에는 서문 내의 단락이 존재하는데

비록 이 단락이 동 협정 부속서 2가 만들어졌을 때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단락을 통하여 입안자들의 의도를 일부 살펴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16)

“수입당국은 이해당사자에 의해 증거가 제공되었을지라도 조

사 동안에 어떤 출처이든지간에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

거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해당사자가 합리

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

는 경우에 The Anti-dumping Code는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

거할 수 있는 수입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합리적

인 조치는 수입국의 당국에 의해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의 정보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취해져야 한다.”217)

반덤핑 협정 부속서 2의 입안자들은 수입국의 조사당국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인정하지만 해당 조사당국

의 권리는 이용 가능한 사실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인정되지 않

는다고 보았다. 동 협정 부속서 2는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의 권

216) WTO Panel Report, Egypt – Steel Rebar, supra note 33, para. 7.154.
217) 동 단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have a right and an obligation to make
decisions on the basis of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during the investigation from
whatever source, even where evidence has been supplied by the interested party. The
Anti-Dumping Code recognizes the right of the importing country to base findings on
the facts available when any interested party refuses access to or does not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Article 6:8). However, all reasonable steps should be taken by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ies to avoid the use of information from unreliabl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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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이용할 시에 이용 가능한 사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동 협정 부속서 2는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

한 사실을 사용함에 있어 그 권리 남용을 막음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

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조사당

국의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알기 위해선 공시송달 조치가 조사당국

에게 권리 남용을 가지고 오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그 의미상 조사당국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통지를 줄 수

없다. 이에 조사당국은 직접적으로 통지 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을 통지하고자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공시송달이다. 공시송달은 직접적으로 통지를 줄 수 없는 상

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통지를 줄 수 있는 거

의 유일한 통지 수단이다. 이를 통해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조치가 조사

당국이 권리를 남용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시송달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공공열람실에 사실을 게

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동 조항상 관련 사

실을 알기 위하여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들이 게시된 웹사이트나 공공열

람실에 방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218) 오히려 공시

송달 조치는 모든 이들이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사실을 동일하게 알도록

하여 공정한 반덤핑 조사를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

히려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조사당국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이

해당사자에게 권리 남용을 가져올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동 조항상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관련된 분쟁에서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선의로서 조사당국에게 그 자신을 알리지 못 하

여 반덤핑 조사를 받지 못 한 이해당사자와 또 다른 하나는 악의적으로

조사당국의 반덤핑 조사를 알았으나 반덤핑 조사를 받을 경우 손해가 발

생할 것을 예상하여 자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된 경우로

218) WTO Panel Report, China – HP-SSST, supra note 111, para. 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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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후자의 이해당

사자는 동 조항상 법의 흠결을 남용하여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

해 반덤핑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조사당국의 반

덤핑 조사를 방해할 것이며 이는 반덤핑 협정 체제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 협정 부속서 2의 입안자들이 결코 의도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

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평가 및 소결

이용가능한 사실 규범에 따른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분석

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선례에 관한 평가를 제공한다. 이용가능한 사실

규범에 따른 공시송달의 적법성 분석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부정한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과 China-

GOES 패널 결정이 WTO 회원국들에게 납득할만한 법적 논리를 제시하

였는지 의문을 제시한다.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은 동 조항이 조사당국에게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

을 이해당사자가 “알도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 조항의

본문은 이해당사자가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을 반드시 알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동 조항은 이해당사자가 반드시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을 알아

야만 동 조항에 합치된다고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동 조항과 관련된 사

실을 조사당국이 “알도록 보장하여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사건의 상소기구는 “알도록”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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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야 한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해야 했었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의 판단 근거는 상소기구 결정의 정당성에 의심의 여지를 남겨

준다. China – GOES 사건의 패널 결정에서도 동 조항상 “알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이해당사자가 동 조항과 관련된 사실을 반드시

알도록 해야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상기 분석한 바에 따라 잘못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시송달을 부정한 두 개의 선례는 WTO

회원국들에게 납득할만한 법적 논리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실 규범에 따른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먼저 반덤핑 협정 부

속서 2 제1항은 문언상으로 공시송달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조항들은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반덤

핑 조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반덤핑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조사

당국의 공시송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공시송달 관행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입안자들의 의도에 벗어나

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시송달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동 협

정 부속서 2 입안자들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 기타 WTO 협정 조항 내의 적법 가능성

(1) 기타 WTO 협정 조항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는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규범 외에 반덤핑

협정 조항과 기타 WTO 협정 조항을 통해서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WTO 협정은 공시하여 WTO 회원국들에게 통지를 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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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WTO 법체계가 공시송달을 인정

하는 근거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WTO 협정 조항에는 반덤핑 협

정 제12조(판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와 GATT 1994 제10조(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가 있다.219) 이러한 관점은 China – Broiler Products 사

건의 패널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해당 사건의 패널은 공시송달 방식이

WTO 협정 내에 반덤핑 협정 제12조(판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와

GATT 1994 제10조(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덤

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WTO 협정 내에서 공시

를 통지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내에 공시송달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만 그 통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WTO 협정의 문맥상 조화롭지 않은 해석이 된다고 사료된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는 동 협정 제9조 제2항을 통해서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 조항은 WTO 회원국에게 덤핑을 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2항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격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고

는 덤핑이 이루어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

로부터의 당해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

의 반덤핑관세를 무차별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당국은 관련 상

품의 공급자를 지명한다. 그러나 동일국의 다수의 공급자가 관

련되고 공급자 전부를 지명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때에는

당국은 관련 공급 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2개국 이상으로부터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된 때에는 모든 공급자를 지명하거나 이

219) Maruyama, W., “The WTO: domestic regulation and the challenge of shaping
trade”, International Lawyer, Vol.37(3), 2003, p.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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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국가를 지명할 수 있

다.220)

반덤핑 협정 제9조 제2항은 가격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품인 경우를 제외하고 덤핑이 이루어지고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all sources)’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무차별원칙에

기초하여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원’이라는 단어

는 동 협정 제9조 제2항 1문에서 두 번 나타나는데 두 용어의 의미는 동

일한 의미를 가진다. 동 조항 내에 ‘수입원’이라는 단어는 국가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수출업자 또는 생산업자를 가리킨다.221) 동 조항

은 덤핑이 이루어지고 이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이해당사자

들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수입 상품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수입

상품도 포함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덤핑이 이루어지고 피

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면 해당 이해당사자에 대해 동 협정 제6

조 제8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덤핑 관세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220) 반덤핑 협정 제9조 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9.2
When an anti-dumping duty is imposed in respect of any product, such anti-dumping
duty shall be collected in the appropriate amounts in each case, on a
on-discriminatory basis on imports of such product from all sources found to be
dumped and causing injury, except as to imports from those sources from which
price undertakings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have been accepted. The
authorities shall name the supplier or suppliers of the product concerned. If, however,
several suppliers from thesame country are involved, and it is impracticable to name
all these suppliers, the authorities may name the supplying country concerned. If
several suppliers from more than one country are involved, the authorities may name
either all the suppliers involved, or, if this is impracticable, all the supplying
countries involved.
221) WTO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WT/DS397/AB/R, para.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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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

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 협정 제9조 제2항에 상충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 협정 제9조 제2항은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의 당해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징수도록 하

고 있는데 해당 해석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징수도록 하지 않게 하여 차별적 징수가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동 협정 제9조 제2항 1문에 상충되

며 해당 조항을 무의미한 조항으로 만든다. 따라서 동 협정 제9조 제2항

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의 문맥상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해석하

기 위해서는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공시

송달 방식이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의 패널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해당 사건의 패

널은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반덤핑 협정뿐만 아니라

GATT 1994 VI에서 덤핑이 발견되어지고 피해를 야기하는 모든 수입품

들에 대하여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허용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패널은

덤핑이 발견되고 피해를 야기하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들의 수입품

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222)

종합하면 WTO 협정 전체를 고려하였을 때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부정되

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따라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을 부정한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사건의 상소기구 결정과 China – GOES 사건의 패널 결정은

반덤핑 협정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외에 WTO 협정 조항들을 고려하

여 조화롭게 해석하지 못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평가 및 소결

222) WTO Panel Report, China – Broiler Products, supra note 109, para. 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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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한 사실 규범 외에 기타 WTO 협정 조항에 따른 공시송달

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선례에 관한 평가를

제공한다. 해당 분석은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의 패널이 접근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패널은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 다른 WTO 협

정 내의 조항들을 고려하여 문맥에 따라 해석을 내렸다. 문맥을 통한 분

석을 통해 동 패널은 동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 관행이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동 패널의 문맥을 통한 분석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

가 인정하고 사용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는 특히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이 조사당국에게 통지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 공시송달의 허

용 여부를 문언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China –

Broiler Products 사건의 패널이 채택한 접근 방식은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실 규범 외에 기타 WTO 협정 조항에 따

른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보여

준다. 먼저 WTO 협정 체계는 공시 제도를 인정하고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해서만 공시송달 관행을 부정하는 것은 조

화로운 해석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반덤핑 협정 체계는 덤핑이 이루어

지고 피해를 초래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

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반덤핑 관세를 부

과할 수 없다는 것은 반덤핑 협정 체계상 맞지 않는다.

제2절 현 반덤핑 협정상 공시송달 관련 조항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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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반덤핑 협정은 공시송달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상기 위에서 분석한대로 반덤핑 협정 내에서 공시송

달제도는 허용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반덤핑 협정 내에 공시송달 제도가 여러 번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에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렇다면 반덤핑 협정 내에서 공시송달 제

도의 허용에 대해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반덤핑 협정 내에서 공시송달이 문제가 되는 조항들에는 대표

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6조 제1항223)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이 있다.

해당 조항들은 조사당국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하 “통지 조

항”)들이다. 동 협정 제6조 제1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조사당국

에게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조항에 규정된 사실들을 통지할 것을 요구한

다. 반덤핑 협정상 통지 조항들은 조사당국에 대하여 통지 의무를 부과

하나 그 통지를 어떻게 이행시켜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

다. 이는 WTO 회원국에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떠한 통지방식이 허용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지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주

게 되었다. 이에 대해 수입을 주로 하는 국가들의 입장은 공시송달도 통

지의 방식 중 하나로서 반덤핑 협정 내에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들 국가들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내에 통지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당국에게 해당 문제에 대하여 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들의 입장은 공시송달은 통지 방식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다. 수출 위주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는 해당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는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인데 공시송달이 이러한 권리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들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내에

223)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1
All interested parties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shall be given notice of the
information which the authorities require and ample opportunity to present in writing
all evidence which they consider relevant in respect of the investigation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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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방식이 규정되지 않은 것이 조사당국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

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WTO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는 협정 조항상 법의 흠결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반덤핑

협정상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분쟁을 야기시켰다.

2. 반덤핑 협정상 통지 조항의 흠결

현 반덤핑 협정상 공시송달과 관련된 조항들의 직접적인 문제점은

통지 방식에 대한 미규정과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항 문구의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행 반덤핑 협정상 통지 조항은 WTO 회

원국에게 통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통지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협정상 통지 조항은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문구를 명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구가 모호하게 되어있다는 것

이다. 현행 반덤핑 협정상 공시송달과 관련된 조항에는 상기한대로 동

협정 제6조 제1항과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이 있다. 동 협정 제6조 제1

항은 조사당국이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요청되는 정보를 통지할 것

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조항은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요청되는 정보와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이해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통지 조항 내에 통지 방식에 대한 미규정

과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 문언의 모호성은 WTO 회원국들로 하여금

많은 해석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주었다. 수입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은

통지 방식에 대한 미규정을 이유로 통지 방식에 대한 넓은 재량을 행사

하려고 한다. 해당 국가의 관점에서 공시송달은 통지 조항 내에 허용되

는 통지 방식이며 또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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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송달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그에 반하여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은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 문구의 초점을 두고 이해당사자

의 권리를 해치는 WTO 회원국의 통지 조치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가진다. 이들 국가의 관점에서는 통지 조항 내에 통지 방식이

규정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조사당국에게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공시송달은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해

치므로 그 결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반덤핑 협정상 통지 조항의 흠결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문제가 되는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WTO 협정 조항 내에

명확한 정의가 없을지라도 WTO 회원국이 가져오는 분쟁을 해결해주어

야 한다.224)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해결의

출발점으로 문제가 되는 WTO 협정 조항 내의 문언을 분석한다.225) 그

러나 WTO 회원국의 특정 관행이 특정 조항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

나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문언상 해석의

어려움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종종 일관되지

않은 해석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실제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

한 WTO 결정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226) 이러한 일관성

없는 결정은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적안전성과 예견 가능성을 주지 못

하게 만들며 이는 WTO 회원국들에게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주게 만

든다. 이러한 WTO 회원국들 간의 자의적인 해석은 반덤핑 협정 내에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상충되는 해석을 낳게 만들며 이는 나아

224) Cheyne, I., “Risk and Precaution in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Journal of
World Trade (Law-Economics-Public Policy), Vol. 40(5), 2006, p. 838.

225) Bond, E.W. and Trachtman, J., “China-Rare Earths : Export Restrictions and the
Limits of Textual Interpretation”, World Trade Review, Vol.15(2), 2016, p. 193; 
Frankel, S., “WTO application of ‘the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 intellectual property”,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6(2), 2006, p. 368

226)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연구 ‘제3장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선례’의 ‘제2절 이용가
능한에 관한 공시송달 선례’ 를 참고하라.



- 105 -

가 WTO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현행 반덤핑 협정상 공시송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통지 방식에

대한 미규정과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항 문구의 모호성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반덤핑 협정

통지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많은 분쟁을 발생시

킨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제3절 협정 개정의 필요성

1. 개정 논의 동향

상호의존적인 국제 경제 활동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탄생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는 기존의 관세 및 무

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

제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을 없앴다는 평가를 받았다.227) 그러나 그 이후

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심하게 얽혀있는 협정 조항에서 구체

적인 내용보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된 조항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러한 조항들은 현재 분쟁의 씨앗이 되어왔다.228)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조항들이 있다. 그 동안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은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

227)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8판)』, 박영사, 2018, p. 1054.; Croley, S. P. and
Jackson, J. H., “WTO Dispute Procedures, Standard of Review, and Deference to
National Government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0(2),
1996, p. 193.

228) Schwartz, W.F. and Sykes, A.O., “The Economic Structure of Renegotiation and
Dispute Resolu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J. Legal Stud., Vol.31, 2002,
p. 180.; Mitchell, A.D., “The Legal Basis for Using Principles in WTO Dispu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10(4), 2007, p.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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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받지 못 하여 반덤핑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이 되어 왔다. 그러나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은

모호하게 규정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이용 가능한 사실의 모호성은 조

사당국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이해당사자의 비협력을 이유로 지나

치게 높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남용 문제가 있다고 비

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은 2001년 11월

에 개시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협

상의 9개 협상 분야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229) DDA는 2001년 11월 14일

에 채택된 WTO 각료회의 선언을 통해 출범하였다.230)

DDA 반덤핑 협상은 2002년 2월 1일에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이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

NGR)을 설립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반덤핑 협상이 개시

되면서 규범협상그룹은 현행 반덤핑 협정문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을 적은 제안서를 받았다. 여기서 소위 반덤핑 프렌즈(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s, FANs)라는 그룹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

능한 사실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

안서를 제출하였다. 반덤핑 프렌즈는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룹으로

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스라엘, 일본, 중국, 태

국, 코스타리카 등이 참여하였다.231) 해당 제안서는 이해당사자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고 협력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

은 경우에 이용 가능한 사실이 사용된다는 점과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부

정적인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지나치게 높은 덤핑 마진을 계산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 제안서는 이용 가능한 사실의 규범과 기준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과 동 협정 부속서 2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 가능한 사실의 규범과 기준에 대하여는 충분한 지침

229) Hannah, E. and Scott, J. and Wilkinson, R., “The WTO in Buenos Aires: The
outcome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fu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orld Economy, Vol. 41(10), 2018, p. 2581.

230)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November 20, 2001.
231) Kazeki, J., “Anti-Dumping negotiations under the WTO and FANs”, Journal of
World Trade, Vol. 44(5), 2010, pp. 931, 93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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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반덤핑 프렌즈는 반덤핑 협정 규범을 전

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이

용 가능한 사실은 이해당사자가 누락한 정보나 제출하였으나 조사당국이

거부한 정보를 대체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반덤핑 협정 제6

조 제8항의 문언을 개정도록 요구하였다. 둘째, United States – Steel

P late 사건에서 권고되었던 바와 같이 정보가 검증가능하고 적절하게 제

출된 경우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당 제안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3항에 대한 것으

로서 조사당국은 검증 가능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해당

사자가 제출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도록 동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셋째,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때 해당 당국은 누락되거

나 거부된 정보와 관련한 해당 산업 또는 관련된 시장의 일반적인 상황

(prevailing state)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2차 출처의 정보를 사용하도록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7항을 개정도록 요구하였다. 넷째, 만약 이해당

사자가 조사당국에 의해 요청된 전체 정보 중 상당부분을 제공하였고 해

당 제공한 정보의 상당 부분이 검증가능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과 당국에 의해 제공된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해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

을 한 경우 해당 이해당사자는 반덤핑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 마지막 문을 개정도록 요구하였다. 다섯

째,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예비 판

정 또는 반덤핑 협정 제6조 제9항에 따른 공개에서 제출된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거부한 이유를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

와 함께 거부된 정보를 대체하려는 정보를 특정하여 확인시켜 주도록 반

덤핑 협정 부속서 2 제6항을 수정도록 요구하였다. 해당 제안은 반덤핑

협정 제6조 제4항과 동 협정 제6조 제5항에 따른 공개와 관련된 기밀 정

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232)

또한 해당 반덤핑 협상에서 반덤핑 프렌즈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232) Proposal on Facts Available, TN/RL/W/93, May 2, 2003,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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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대해서도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제안서는 조사당국이 이해

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동 협정 부

속서 2 제1항을 개정도록 요구하였다. 해당 제안서에 따르면, 이 합리적

인 노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의 답변서에 불

충분한 정보를 상세히 이해당사자에게 통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조사당

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해당사자가 요청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

록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간(a

reasonable period of time)”은 각 조사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 별

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해당 제안서는 Argentina – Ceramic

Tiles 사건의 패널이 명확히 한 현행 반덤핑 협정 내에 암묵적인 규칙을

명문화할 것을 의도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정보가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지를 알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사실

을 사용하였다. 이에 패널은 해당 조사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명확

히 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조사당국이 요청되

는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면 그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해

당 제안서는 또한 “합리적인 기간(a reasonable time)” 내에 정보를 준비

하고 제출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덤핑 프렌즈는 상기한 제안이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현행 문언 내에 추가도록 제안하였다.233)

2005년 이후부터 현행 반덤핑 협정에 대한 개정안을 중점으로 반덤

핑 협상이 이루어졌다. 2005년 9월에 반덤핑 프렌즈는 반덤핑 협정 내에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해당 제안서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

항이 조사당국에게 조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34) 반덤핑 프렌즈가 2005년

233) Ibid., p. 3
234) Further Submission on Facts Available, TN/RL/GEN/64, September 16, 200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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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한 제안서 내에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대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specify in

detail the information required from any interested party,

and the manner in which that information should be

structured by the interested party in its response. The

authorities should also ensure that the party is aware that

if information is not suppli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authorities will be free to may make determina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submission by other interested parties. applic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by the domestic industry.

Authorities shall not require the submission of the

information which is not reasonably needed for the purposes

of the investigation.235)

해당 제안서는 2003년 반덤핑 프렌즈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

항에 대하여 제시했던 요구사항과는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당시 반덤핑 프렌즈는 동 조항상 조사당국이 이

해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해당사자가 요청되는 정보를 제

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하여 2003년 제안서는 조사당국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켜 이

용 가능한 사실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에 2005년 제안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5년 제안서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235) New footnote: “This does not prevent interested parties from voluntarily
submitting information additional to that requested by authorities.”, Ibi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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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국내 산업이 아닌 다른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사용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조사당국이 조사를 위하여 합리적으

로 필요로 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제안서와 달리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원인

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반덤핑 협정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이 부각되는 이유는 이용 가능한 사실과 관련된 규범

이 모호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쉽게 부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2005년 제안서는 후자의 문제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반덤핑 프렌즈는 이러한 후자의 문제를 아예 차단

하기 위하여 2005년 제안서에서 ‘국내 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의 사용’ 문언을 제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덤핑 협상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조사당국의 권한을 축소시키는데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236) 반덤핑 프렌

즈와 달리 해당 반덤핑 협상에 참여한 미국과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조

사당국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내용의 제안서를 2006년에 제출하였

다. 해당 제안서는 이해당사자가 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검증가능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다른 자료를 사용하는데 과도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

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3항의 요건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 제안서는 반덤핑 프렌즈와 달리 동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다.237) 이는 반덤핑 협상 내에

서 현행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규범의 개정에 대한 의

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덤핑 협상 내에 개정안에 대한 제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2005년 12월에 채택된 각료선언238)에 따라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2007년

236) Kerr, W.A. and Loppacher, L.J., “Anti-Dumping in the Doha Negotiations: fairy
tale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Journal of World
Trade(Law-Economics-Public Policy), Vol.38(2), 2004, p. 216.

237) Further Submission on Facts Available, TN/RL/GEN/105, March 6, 2006.
238) DOHA WORK PROGRAMME, WT/MIN(05)/DEC/1, December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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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정리한 반덤핑 협정 개정안 초안을 배포하였

다. 해당 정리된 개정안 초안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대한 개

정 사항도 반영되었다. 해당 개정된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에 대한

초안은 아래와 같다.239)

1.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shall

specify in detail the information required from any

interested party, and the manner in which that information

should be structured by the interested party in its response.

The authorities shall should also ensure that the party is

aware that if information is not suppli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authorities will be free to may make

determina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by the domestic industry.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하여 2007년 반덤핑 협정 개정

안 초안은 그 동안 반덤핑 프렌즈가 요구하였던 사항을 크게 반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해당 개정안 초안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 1

문과 2문 내에 ‘should’라는 단어를 ‘shall’로 바꾸고 ‘will be free to’의

표현을 ‘may’라는 단어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의 변경이 실

질적으로 현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켰다고

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후 2008년 12월에 해당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1차 수정안240)을 배포한 이후로 반덤핑 협상 내에 주요국

239)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TN/RL/W/213, November 30, 2007.

240) New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TN/RL/W/236, December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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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에 따라 DDA

반덤핑 협상의 진행은 침체되었다. 반덤핑 협상 진행이 침체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DDA가 모든 협상 안건에 대한 논의

를 동시에 진행하고 타결하도록 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을 채택함으로써 회원국들이 쉽게 타협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241) 2011년 4월 이후 실질적으로 반덤핑 협상은 더 이상 진

행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해당 개정 초안 내에 동 조항에 대한 부분은

2011년 4월 수정안에 변경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242)

2002년 2월 규범협상그룹이 설립됨에 따라 시작된 반덤핑 협상은

현행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과 관련하여 WTO 회원국들 내에서도

많은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2008년 이후부

터 그 협상의 진행이 침체됨에 따라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되지는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 동안 획기적인 개정의 제시는 미래에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개정 방향

2002년 2월 반덤핑 협상이 개시되고부터 조사당국에게 통지 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회원국들에게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조항 중 하나였다. 특히 반덤핑 프렌즈는 동 조항

을 통하여 조사당국 권한의 남용소지를 낮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으로서 제시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 반덤핑 협정

241) 조영진, “WTO DDA 반덤핑 협상 주요 쟁점 분석 및 전망”, 통상법률, Vol. 96,
2010, p. 95.

242) 조영진, supra note 16, p. 141.; Communication from the Chairman,
TN/RL/W/254, April 21, 2011,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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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내에서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

법성 여부가 반덤핑 협정 체계 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

해볼 때 이에 대한 개정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DDA 반덤핑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본 논문이 구상하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개정은 상기한 바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

송달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의 존재는 반덤핑 협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한다. 만약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공시송달 관행이 인정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

사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WTO 수입국 내

로 덤핑을 하고 피해를 발생시켜도 조사당국은 이들의 행위를 막기 어려

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는 반덤

핑 조사의 협력 없이도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반덤핑 조사에 비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모든 이해당사자들

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로 되고자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며 결과적

으로 반덤핑 협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243)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 조항상 공시송달 관행을 인정하여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하

여 이용 가능한 사실의 부과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첫

째는 동 조항이 통지 방식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는 동 조항 2문상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모

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동 조항은 통지 방식에 대한 규정과 동 조항 2문

상 논란이 되는 문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동 조항의 개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내에 단서를 달아 공시송달이 허용된

다는 전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동 조항에서 공시송달이 문제가 되는 가

장 큰 이유는 통지 방식에 대한 미규정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지 여부

243) Czako, J., supra note 2,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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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동 조항 내에 공시송달이 허용된다는 문

구를 분명하게 명시해두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

하는 단서를 두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송달이 동 조항에서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통지로서의 충분한 효과성을 가지고는 있으

나 이는 직접적으로 통지를 주는 것에 비해서는 그 효과성이 낮다는 것

을 생각하면 공시송달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반덤핑 협

정 체계 내에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에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

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는 단서를 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

항 2문 내에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에 대한 명확한 표

현이나 부가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현재 동 조항은 이러한 “이해당사

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바가 없

어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현재 이 문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이 주는 통지의 내용을 반드

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이에 동 조항상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이해당사자가 알도

록 상황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개정한다면 공시송달의 적법성

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반영한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specify in

detail the information required from any interested party,

and the manner in which that information should be

structured by the interested party in its response. The

authorities should also ensure circumstance that the party is

aware that if information is not supplie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authorities will be free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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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s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by the domestic industry. Where the unknown

interested party is unidentified by ordinary methods, the

notification may be made by public notice.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개정한다면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분쟁은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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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내에 알려지지 않

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문제와 관련한 WTO 분

쟁은 어떠한 양상을 가지며 해당 분쟁에서의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

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

여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그 외 WTO 협정 조항들을

토대로 답을 내렸다. 나아가 현행 반덤핑 협정 내에서 공시송달이 계속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협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논지를 전개하였다.

제2장은 먼저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에 관한 전반적인 내

용을 살펴보았다.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은 WTO 회원국

들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WTO 회원국들은 해당 의무를 충족해야만 이용 가능한 사실

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은 그 사용 요건과 사

용 범위에 대하여 모호한 경우가 많아 WTO 회원국들에게 자의적인 해

석의 여지를 남겨주었다. 이러한 WTO 회원국들 간의 자의적인 해석은

반덤핑 협정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에 대한 상충되는 해석을 낳게 만들

었으며 이는 많은 WTO 분쟁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

지고 있는 대표적인 법적 쟁점 중 하나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문제이다. 반

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은 WTO 회원국들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나 그 통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관행이 허용되는지에 대

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흠결은 조사당국의 공시송달 관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WTO 회원국들 간의 상충되는 해석을 낳게

만들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제3장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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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판단을 내린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China – GOES, China

– Broiler Products, China – Autos(US), China – HP-SSST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건들에서 내려진 적법성 판단 과

정을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분석하면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한

입장을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특히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해당 법적 쟁점에 대하여 상충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바,

각 분쟁의 당사국들과 WTO 패널 및 상소기구가 해당 법적문제에 대하

여 가지는 여러 관점과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제4장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 의해서도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

한 명확한 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법적문제에 대한 답을 반

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그 외 WTO 협정 조항들을 토대

로 제시해보았다. 그 결과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후 이

러한 답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덤핑 협정 내에 공시송달 관행

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정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행 반덤핑 협정체제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문제는 예견된 사항이었을 것이다. 동 문제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일관성 없는 판단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하여 WTO 회원국들 간의 분쟁이 더욱 더 활발히 제소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

제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기타 WTO 협정 조항들의 테두

리 내에서 답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동 조항상 알

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보았

다. 해당 논의는 반덤핑 협정을 포함하여 보조금협정 내에 상계관세 조

사에 발생할 수 있는 공시송달 관련 분쟁의 해결에 상당한 함의를 줄 것

으로 예상된다.

반덤핑 협정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 내에 공시송달 관행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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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 필요성의 크기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공시송달의

허용은 반덤핑 협정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의 문제를 제거시켜주나 그만큼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공시송달의 허용 문제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

1항의 통지 방식에 대한 미규정과 이해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조항

문구의 모호성과 맞물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해석상

문제의 해결은 해당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할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

게 남겨지게 되었고, 이들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상충되는 해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역할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된 WTO 패널 및 상소기

구의 결정은 WTO 회원국들 간의 상충되는 해석을 좁히기보다는 오히

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공시송달

의 적법성 문제의 결과는 향후 전체 반덤핑 협정 체계에 매우 민감한 문

제라 할 수 있다. DSU 제3조 제2항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 대하여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대상협정의 현존 조항

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바, 앞으로도 반덤핑 협정상 공시송달 관련

조항 해석의 최종적인 책임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게 있을 것이

다.244) 이에 따라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상 공시송달과

관련된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만약 반덤핑 협정상 공시송달과 관련된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하지 못

하고 일관되지 않은 결정을 계속하여 내린다면 WTO 회원국들은 향후

반덤핑 협정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상 공시송달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

고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나아가 WTO 패널 및 상소기

구의 결정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시송달제도는 반덤핑 협정상 이용 가능한 사실

규범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시송달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WTO 회원국들이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상 공시송달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의

244) Lockhart, N. and Sheargold, E., “In Search of Relevant Discretion: The Role of
the Mandatory/Discretionary Distinction in WTO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3(2), 2010, p. 401.



- 119 -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의

개정일 것이다. 동 문제는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이 통지 방식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고, 동 조항 2문상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모호하여 발생한다. 이에 동 조항 내에 공시송달

이 허용된다는 문구를 분명하게 명시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며, 동 조항

2문상 “이해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대한 명확한 표

현이나 부가 설명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제1항을 개정한다면 동 조항상 알려지지 않은 이해당사자

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분쟁은 없어질 것이라 사료된

다.



- 120 -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 3. GATT(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

드)』, 삼성출판사, 1996.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8판)』, 박영사, 2018.

최승환, 『국제경제법(제4판)』, 법영사, 2014.

한국국제경제법학회, 『(新)국제경제법』, 박영사, 2013.

2. 논문

김혜경, “형사절차상 공시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시송달관

련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97, 2014.

배연재,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

실’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Vol. 14(3), 2016

이재민,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

리”,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 55(4), 2010.

장승화,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불리한 가용 정보 적용’의 WTO 합치성

– 미국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 적용을 중심으로 -”, 한

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Vol. 15(3), 2017

조영진, “WTO DDA 반덤핑 협상 주요 쟁점 분석 및 전망”, 통상법률,

Vol. 96, 2010

조영진, “WTO 한미 세탁기 분쟁(US-Washers)에 대한 고찰 : 표적덤핑

에서의 제로잉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



- 121 -

구, Vol. 15(1), 2017

조영진, “WTO 반덤핑 협정상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Vol.16(2), 2018.

II. 국외문헌

1. 단행본

Czako, J. 『A Handbook on Anti-Dumping Investig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Durling, J.P. and Matthew R.N., 『Understanding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negotiating history and subsequent

interpretation』, Cameron May, 2002

Guzman, A.T., 『International trade law』,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09

Herrmann, C. and Krajewski, M. and Terhechte, J.P., 『Europ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15』,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5

Jackson, J.H., 『Sovereignty, the WTO and changing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Vermulst, E.A.,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a commentar

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alytical index : guide to WTO

law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 논문

Adamantopoulos, K. and De Notaris, D., “The future of the WTO and

the reform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 legal

perspective”,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4(1-2),



- 122 -

2000

Ahn, D. and Zanardi, M., “China-HP-SSST: Last Part of Growing

Pains?”, World Trade Review, Vol.16(2), 2017

Andrews, M., “The facts available on ‘facts available’: an analysis of

article 6.8 and annex II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Vol.6(2), 2008

Bhala, R., “The myth about stare decisis and international trade

law(Trilogy, part 1)”,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14(4), 1999

Bond, E.W. and Trachtman, J., “China-Rare Earths : Export

Restrictions and the Limits of Textual Interpretation”, World

Trade Review, Vol.15(2), 2016

Chandra, P. and Long, C., “Anti-Dumping Duties and their Impact on

Exporters: Firm Level Evidence from China”, World

Development, Vol 51, 2013

Cheyne, I., “Risk and Precaution in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Journal of World Trade (Law-Economics-Public Policy), Vol.

40(5), 2006

Croley, S. P. and Jackson, J. H., “WTO Dispute Procedures, Standard

of Review, and Deference to National Governments”,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0(2), 1996

Chua, A.T.L., “Precedent and principles of WTO panel jurisprudence”,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2), 1998

Frankel, S., “WTO application of ‘the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 intellectual

property”,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6(2),

2006

Hannah, E. and Scott, J. and Wilkinson, R., “The WTO in Buenos



- 123 -

Aires: The outcome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fu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orld Economy, Vol. 41(10), 2018

Hartigan, J.C., “Design of an Antidumping Law”,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15 (4), 2000

Hartigan, J.C. and Vandenbussche, H., “Disfavored Nations:

Anti-Dumping at the WTO”,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Vol.17(1), 2013

Hoekman, B. and Wauters, J., “US Compliance with WTO Rulings on

Zeroing in Anti-Dumping”, World Trade Review, Vol. 10(1),

2011

Kazeki, J., “Anti-Dumping negotiations under the WTO and FANs”,

Journal of World Trade, Vol. 44(5), 2010

Kerr, W.A. and Loppacher, L.J., “Anti-Dumping in the Doha

Negotiations: fairy tale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Journal of World Trade(Law-Economics-Public Policy),

Vol.38(2), 2004

Lanye, Z., “The effect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is the Dispute Settlement Body

resolving specific disputes only or making precedent at the

same time?(U.S.-China WTO Roundtable)”,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Vol.17(1), 2003

Lester, S., “WTO – Anti-Dumping Agreement-”zeroing“-role of

precedent- standard of revie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2(4), 2008

Lockhart, N. and Sheargold, E., “In Search of Relevant Discretion:

The Role of the Mandatory/Discretionary Distinction in WTO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3(2), 2010

Maruyama, W., “The WTO: domestic regulation and the challenge of

shaping trade”, International Lawyer, Vol.37(3), 2003



- 124 -

Mitchell, A.D., “The Legal Basis for Using Principles in WTO

Dispu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10(4),

2007

Mitchell, A.D. and Prusa, T.J., “China-Autos: Haven’t We Danced this

Dance Before?”, World Trade Review, Vol.15(2), 2016

Moore, M.O., “‘Facts available’ dumping allegations: when will foreign

firms cooperate in antidumping peti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21(1), 2005

Moore, M.O., “U.S. facts-available antidumping decisions: empiric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22(3),

2006

Prusa, T.J., “Anti-Dumping: A Growing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World Economy, Vol.28(5), 2005

Ragosta, J. and Joneja, N. and Zeldovich, M., “WTO dispute

settlement: the system is flawed and must be fixed”,

International Lawyer, Vol.37(3), 2003

Schwartz, W.F. and Sykes, A.O., “The Economic Structure of

Renegotiation and Dispute Resolu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J. Legal Stud., Vol.31, 2002

Staiger, R. W., “Some Remarks on Reforming WTO AD/CVD Rules”,

World Economy, Vol. 28(5), 2005

Sverdlov, A.V., “Change is coming: what to expect from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trade remedy laws”,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7(1), 2015

Thulasidhass, P.R., “Constructive Methods and Abuse of Antidumping

Laws: A Legal Analysis of State Practice within the WTO

Framework”, The Estey Centr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Trade Policy, Vol.13, 2012

Willig, R.D., “Economic Effects of Antidumping Policy”, Brookings



- 125 -

Trade Forum, 1998

III. WTO 문서

Panel Report, Guatemal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 on

Grey Portland Cement from Mexico, WT/DS156/R, adopted

2000.11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WT/DS184/AB/R, adopted 2001.08

Panel Report, Argentin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of Ceramic F loor Tiles From Italy, WT/DS189/R,

adopted 2001.11

Panel Report,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Steel P late from India, WT/DS206/R, adopted

2002.07

Panel Report, Egypt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Steel

Rebar from Turkey, WT/DS211/R, adopted 2002.10

Panel Report,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WT/DS312/R, adopted 2005.11

Panel Report, Mexico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 WT/DS295/R, adopted 2005.12

Appellate Body Report, Mexico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 WT/DS295/AB/R, adopted

2005.12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Anti-Dumping Measure on

Farmed Salmon from Norway,WT/DS337/R, adopted 2008.01



- 126 -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WT/DS397/AB/R, adopted 2011.07

Panel Report,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Footwear from China, WT/DS405/R, adopted 2012.02

Panel Report, China –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 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 WT/DS414/R, adopted 2012.11

Panel Report,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Broiler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WT/DS427/R, adopted 2013.09

Panel Report,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WT/DS440/R,

adopted 2014.05

Panel Report, China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Japan, WT/DS454/R, adopted 2015.10

Panel Report, China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60/R,

adopted 2015.10

WTO,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November 20,

2001.

WTO, Proposal on Facts Available, TN/RL/W/93, May 2, 2003

WTO, Further Submission on Facts Available, TN/RL/GEN/64,

September 16, 2005

WTO, DOHA WORK PROGRAMME, WT/MIN(05)/DEC/1, December

22, 2005.



- 127 -

WTO, Further Submission on Facts Available, TN/RL/GEN/105,

March 6, 2006

WTO,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TN/RL/W/213, November 30, 2007

WTO, New Draft Consolidated Chair Text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TN/RL/W/236, December 19, 2008.

WTO, Communication from the Chairman, TN/RL/W/254/April 21,

2011

IV. 기타 자료

대검찰청, “공시송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13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 통상협력실, “미국의 AFA 적용사례 및

대응방안, 2017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한국무역협회, 2017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

Detail.do?pageIndex=1&nIndex=45626&sSiteid=1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Republic of South

Africa), Notice of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alleged

dumping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Importe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European Commission(European Union), Notice of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proceeding concerning imports of welded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of square or rectangular

cross-section,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other than

stainless, originating i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 128 -

Macedonia, Russia and Turkey(2018/C 347/06), 2018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India), Initiation Notification Case

No. (O.I.) 25/2017(F.No.6/14/2017-DGAD), 2018

Malaysia, Notice of initiation of administrative review of an

anti-dumping duty with regard to the imports of Hot Rolled

Coils originating or exporte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AR 01/18), 2018

National Tariff Commission(Pakistan), Notice of initiation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alleged dumping of

Secondary Quality Tinplate into Pakistan Originating in and /

or Exported from Belgium, Frace, Germany, Netherlands and

USA(ADC No. 16/2008/NTC/TP), 2009.

Central Intelligence Agency(United States),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

078rank.html



- 129 -

Abstract

Application of “Facts Available”

Principle under Anti-Dumping

Agreement

- focused on the legality of public

notice -

Jinhae Jung

School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nti-Dumping Agreement that was an outcome of the

GATT Uruguay Round is judged to have significantly removed the

problems with abusing anti-dumping measures resulting from the

ambiguousness of past anti-dumping code regulations and standards.

However,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also contains

ambiguous regulations and standards in some areas, and this has left

behind large room for discretion of WTO member states. Such

lacunas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has resulted in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n the legality of customary practices for some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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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states, which have in turn led to disputes.

The main subject of research in this paper is the legality of

public notice for unknown interested parties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Annex 2 Paragraph 1. This article is on giving the

responsibility of notification for investigating authorities that attempt

to use facts available, but it does not clearly state how the notice

should be executed. This makes it possible for WTO member states

to make their own judgments and exercise discretion on which kind

of notification method is allowed and which is not. In relation to this,

countries that mainly import take the stance that public notice is a

notification method and so it is allowed within the Anti-Dumping

Agreement. According to these countries, the fact that the notification

method was not prescribed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means

that broad discretion is recognized for such issues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In addition, they view that allowing public

notice removes the problem with unknown interested parties that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Anti-Dumping Agreement system. On

the contrary, countries that mainly export claim that public notice

should not be allowed as a communication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export-driven countries, these articles that levy the

duty for notification fundamentally aim at protecting the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receiving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they

believe that public notice can actually weaken the protection of such

rights. The different positions of WTO member states regarding the

interests of each other were linked up with the lacunas of the

agreement articles, therefore causing continuous disputes on the

legality of public notice according to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n, should the public notice for unknown interested parties

according to the Anti-Dumping Agreement Annex 2 Paragraph 1 be

viewed as not legal? Or should it be deemed legal? Based on the

need to having to analyze this issue from a more who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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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mode of legality issues of public

notice within the scope of facts available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o present direct answers to this issue.

Chapter 2 examines the overall contents on the facts available

according to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scope of facts

available according to the Anti-Dumping Agreement levies various

duties to WTO member states before using the facts available.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scope of facts available

is ambiguous in terms of the usage conditions and usage scope, thus

providing a margin for WTO members to make arbitrary

interpretations. Such arbitrary interpretation resulted in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n the scope of facts available using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this has led to numerous WTO

disputes. One representative legal dispute resulting from this is on

the legality of public notice for unknown interested parties according

to the Anti-Dumping Agreement Annex 2 Paragraph 1. The

Anti-Dumping Agreement Annex 2 Paragraph 1 is an article that

levies the duty of communication to WTO member states, but it does

not state which customary practices are allowed in executing such

duties of notification. This legal lacuna has led to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mong WTO member states on the legality of the

practice of public notice for investigating authorities, thus acting as

the background for disputes.

Chapter 3 conducts analyses focusing on the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China - GOES, China - Broiler

Products, China – Autos (US), China - HP-SSST cases, etc. that

made direct and indirect judgments on the legality of public notice for

unknown interested parties according to Anti-Dumping Agreement

Annex 2 Paragraph 1. While analyzing the legality judgment process

made for each case in a series of trends, analysis in a more wholistic

perspective was made from the position of the WTO panel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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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late Body. In particular, the WTO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had made conflicting judgments for this legal issue,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various perspectives and views on the

corresponding legal issue by the conflicting nations, WTO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Lastly, Chapter 4 presented answers on the legality issue of

public notice for unknown interested parties according to the

Anti-Dumping Agreement Annex 2 Paragraph 1 based on the scope

of facts available according to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other WTO agreements. In result, the conclusion was made that

public notice for unknown interested parties according to

Anti-Dumping Agreement Annex 2 Paragraph 1 is legal. Afterwards,

the reason why the practice of public notice within the Anti-Dumping

Agreement is still a problem despite such conclusion was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agreement was presented as a

method to solve the corresponding problems.

The public notice system is an essential system regarding the

facts available according to the Anti-Dumping Agreement. Not

allowing the public notice system means that there is no tool for

WTO member states to regulation unknown interested parties.

Therefore, public notice according to Anti-Dumping Agreement Annex

2 Paragraph 1 should be recognized and in order to resolve future

potential issues related to this, the Anti-Dumping Agreement should

be revised.

keywords : WTO Anti-Dumping Agreement, WTO

Anti-Dumping Agreement Annex 2 Paragraph 1, Facts

Available, Public Notice, Unknown Interested Party, Lacuna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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