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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CC 지역 세이프가드 도입 개요
- GCC 국가는 WTO 가입 이후 협정에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GCC 세이프가드 통
일법을 제정하여 각 국가에서 정비 및 시행
- UAE는 2017년 세이프가드법을 제정하고 2018년 시행규칙을 제정 및 시행 중

2. UAE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절차 상세
- UAE에서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UAE 경제부산하 공정무역거래과
(the department of combating harmful practices) 에 조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사가 개시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 구제결정이 따르게 됨

3. GCC 세이프가드 사례
- 대한민국 자동차배터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과세 부과결정 : 2015년 조사 개시되어
2017년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자동차 배터리의
GCC 국가 내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과세 부과(12%~25%)
- 화학 가소제품(Chemical Plasticizers)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 2019년 5월
15일부로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의 GCC 수입에 대한 세
이프가드 발동

자문변호사 : MEA Law Firm 김현종 변호사, 이덕규 변호사

1. GCC지역 세이프가드 도입 개요
공정거래무역의 일환으로 자국산업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자
국의 동종 또는 경쟁 산업에 실질적이고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국내 경쟁산업 정비의 기
회를 갖고 국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국산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공정무역거래의 경우에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국
내 산업의 공정거래질서를 정립할 수도 있습니다.
GCC 국가는 WTO 가입 이후 협정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1일부로 GCC 세이프가드 통일법1)
을 제정하여 각 토후국에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AE는 연방 조례2)를 제정 및 시행
하고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법제시스템으로의 유입 및 활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7
년 4월, UAE는 UAE 세이프가드법3)을 제정 및 시행하였고, 이어 2018년 3월부터는 UAE 세이프
가드 시행규칙4)을 제정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UAE 세이프가드법 시행 이후, 2017년 6월 대한민국의 자동차배터리 제조업체에 첫 반덤핑관세
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5) 이하에서는 UAE 세이프가드 상세, GCC내 자국 산업 무역구제사례를
검토하여 GCC로 물건을 수출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 UAE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 절차 상세
신청기관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UAE 경제부 산하 “the department of combating harmful
practices(이하 ‘공정무역거래과’라 함)”에 조사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청인 자격
ㅇ 국내산업자
ㅇ 국내산업 대표자
ㅇ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UAE 또는 Unions
* 예외: 신청인에 의한 조사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증거
가 상당한 경우, 경제부장관이 또는 공정무역거래과 내 협의위원회(the consultative
committee for combating harmful practices in internal trade, 이하 ‘협의위원
회’)의 권고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사개시를 할 수 있으며, 협의위원회는 UAE무역과
관련된 연방 및 지역 기관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1)
2)
3)
4)
5)

GCC Common Law on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Measures(반덤핑 및 상계관세 및 예방
조치에 관한 법률)
Federal Decree No. 7 of 2005
Federal Law No.1 of 2017 o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 Preventive Measures(반덤핑 및 상계관세
및 구제에 관한 법률)
Cabinet Decision No.8 of 2018
Customs Notice No.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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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ㅇ 1) 덤핑수입, 특별보조금, 또는 국내산업 내 수입증대가 있었을 것,
ㅇ 2)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
ㅇ 1)과 2)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조사 및 처리절차
가. 신청
조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영업일내 공정무역거래과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거래과에서 검토 후 조사개시여부 검토보고서를 협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협의위원회는 이를 검토 및 경제부장관에게 조사개시권고 등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경제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자는 협의위원회의 조사개시권고 의견 등을 검토하여 조사개시권고 의견일
로부터 15영업일 내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경제부장관의 결정은1) 조사신청의 승인
및 공정무역거래과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2) 조사신청의 거절 중 하나이며, 공정무역거래과는 이
의 결정을 결정일로부터 7 영업일 내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나. 조사개시
경제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조사개시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1) 조사신청에 동의하는 생
산자 중 50% 이상이 국내 생산자이거나, 2) 조사신청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조사신청에 동의하는 생산자가 조사대상 제품의 국내 동종∙ 유사 제품 총 생산의 25% 이상
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덤핑시행규칙에 비율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거래과는 결정에 따른 조사개시 전, 해당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 특별보조금 사례의 경우에는 증
거자료 검토 과정에서 해당품목 수출국의 참여하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공정무역거래과
는 조사개시결정일로부터 10 영업일 내 Official Gazette 및 국내 신문 두 곳에 조사개시결정 내
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일이 곧 조사개시일이 됩니다. 덤핑 또는 국가특별보조금 사례의 조
사개시인 경우에는 게재 외에도 수출국 및 관련당사자에게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통지 및 관련당
사자에게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하며, 주재 대사관을 통해 조사개시결정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관련당사자는 필요한 정보 및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내 답변의 의
무가 있습니다. 답변기간은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의견은 조사개시 검토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UAE 세이프가드 시행규칙
제 9조에 게재 요건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UAE 세이프가드 시행규칙 제 14조에는 적법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 조사결과 보고
공정거래무역과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80일 내 예비판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180일
이내 최종판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당사자는 예비판정 보고서 게재 이후 15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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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총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판정 결과보고서 이후 30영업일 내 협의위원
회의 권고 내용에 기초하여 경제부 장관은 구제결정을 확정하여야 합니다(Official Gazette및 신
문 2곳에 최종판정 내용 게재).

라. 결정
구제결정의 종류는 i)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ii) 관세부과 또는 임시조치, iii) 최종관세부
과 또는 긴급수입제한 등 최종예방조치부과, iv)임시예방관세부과(최대 200일간 /증가한 수입품에
대하여)가 있습니다. UAE세이프가드 시행규칙 제 36조 및 제 58조에서 덤핑 및 정부 특별보조금
의 사례에 세이프가드 결정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급격한 수입증대 사례에 취
할 수 있는 예방 구제조치는 UAE세이프가드 시행규칙 제 73조 및 74조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
습니다.
* 덤핑 사례의 경우, 1) 수출자로부터 자발적인 가격조정 조치6)가 있고 2) 해당 조치로 인하
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덤핑 피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제부 장관이 무역구
제결정 없이 조기에 조사를 종료할 수 있으며, 정부의 특별 보조금 사례의 경우에도 수출자로
부터 자발적인 조치, 예를 들어, 수출국 정부의 특별 보조금 제한∙ 금지 또는 특별 보조금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수출자의 수출품 가격조정이 있으면 최종 구제결정 없이 임의로 조사
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GCC 세이프가드 사례
사례1. 대한민국 자동차배터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과세 부과 결정
대한민국 제조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자동차배터리 GCC 국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 부과 결정: 지난 2015년 11월 12일 GCC 국가 지역 산업으로부터 한국에서 제조 또는 한국
으로부터 수출되는 자동차배터리가 덤핑가격으로 GCC내로 수입이 되어 동종∙ 유사 제품의 지역
산업이 막대한 실질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증빙자료와 함께 조사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신청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National Batteries Company” 와 오만의 “Reem Batteries &
Power Appliances Co. SAOC” 두 지역 산업이었습니다.
신청자들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배터리 제품의 수출가격이 한국 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
격과 비교했을 때 덤핑 마진이 최소 2% 이상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신청 대상
제품의 GCC 내 덤핑 가격 수입 때문에 지역 경쟁 산업 제품의 재고 증가, 생산성 하락, 자본증
식 불가, 성장 불가 등 막대한 실질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덤핑 마진을 상쇄하는 수출품의 가격인상 및 조사대상품목의 덤핑가격으로의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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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5년 12월 22일 리야드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해당 제품에 대한 덤핑 사례 조
사신청 및 조사 검토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당 수출품에 대한 덤핑 여부에 대한 조
사기간은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실질적 손해에 대한 조사 대상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최종판정으로 GCC 세이프가드 통일법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졌고, 두바이
정부 역시 해당 결정의 이행으로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수
출되는 자동차 배터리의 GCC 국가 내 수입품 대상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두바이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내용은 2017년 6월 25일부터 5년간 CIF 가격 기준으로 하기
표와 같습니다.

반덤핑과세

제조사

25%

Dong-Ah Tire & Rubber Co

21%

ATASBX Co

19%

Sebang Global Battery Co

12%

Hyundai Sungwoo Solite Co

25%

Other companies

국가

대한민국

사례2. GCC내 chemical plasticizers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공정거래무역 기술사무국 내 아랍에미리트연합 협의회 사무국장7)은2019년 5월 15 일부로 시멘
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용 조제 첨가제(이하 ‘화학 가소제품’)의 GCC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
드 발동하였습니다.8)

가. 과세 결정 내용
2019년 6월 21일부터 3년간 연간 허용 250,354톤을 초과하는 화학 가소제품 수입품에 대하여
톤 당 221 USD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과세 부과 첫번째 년도에는 221
USD/톤, 두번째 년도에는 199 USD/톤, 세번째 년도에는 177 USD/톤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과세 결정 근거
⑴ 화학 가소제품 수입품의 GCC 내 시장점유율 증가
조사기간동안 최근, 급격하고, 높은 비율로 GCC국가 내 해당 조사대상 수입품의 시장점유 증가
가 있었으며 절대적인 기간 조사 또는 GCC 제조품과의 비교 조건 검토 모두를 충족한다고 보았
습니다.
7) Bureau of Technical Secretariat for Anti 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Secretariat
General of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8) Volume (21)/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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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심각한 손해 및 연관성
조사기간 동안의 심각한 손해 요인 평가 및 분석에 기초하여 The GCC-TSAIP은 GCC 산업이 i)
급격한 매출 및 시장점유율의 감소, ii) GCC 산업의 경제 및 재정적 요인의 악화, iii) 조사대상
수입품의 GCC 유입이 최근, 갑작스럽고, 예리하게, 현저한 증가, iv) GCC 내 수입 증가 이외의
실질적 손해의 다른 요인은 없음, v) 수입 증가와 GCC 산업이 겪는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
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및 시사점
최근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는 GCC Bureau of Technical Secretariat for Anti 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이하 ‘The GCC-TSAIP’라고 함)에서 긴급무역구제조치로 최종
관세부과결정을 내린 것으로서 UAE 역시 이에 따라 관세부과결정을 이행할 것입니다. UAE는
2018년 부가가치세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무역의 일환으로도 보일 수 있는 각 국의 무역구제조치 동향은 비단 GCC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기업이 GCC 국가의 세이프가드에 타격을 입지 않고
경쟁력 있는 제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GCC 세이프가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GCC
무역구제조치 동향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GCC 세이프가드는 UAE 세이프가드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GCC 내 산업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는, GCC 외 국가의 무역거래일 경우에만 본 법이 적용되며 GCC 내 국가 간 무역거래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기업은 현지회사와의 JV 형태의 진출 혹은 제품의 In country
value add 방안을 검토하여 GCC세이프가드를 우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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