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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美 상무부 태양광 우회 수출 예비 판정 결과 및 시사점

◈ 12.2, 상무부 ‘중국산 태양광 우회 수출 긍정 판정’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유예 명령(6.6)으로 단기 효과는 제한적

◈ 말레이시아 소재 한화큐셀은 무혐의 판정, 삼성SDS는 AFA 적용 대상

◈ 美 우회 수출 조사 강화 추세 속,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1. 개요 

□ 美 상무부, 태양광 셀․모듈 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예비 판정 발표(12.2)

◦ 지난 4.1 개시됐던 우회 수출 조사(Circumvention Inquiry) 결과에 따르면,

- 중국 태양광 제품이 동남아 국가(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로 

우회하여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 동 발표는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이며, 최종 판정은 ’23.5.1 기한

◦ 조사 대상 4개국에서 ‘국가 전체’(country-wide) 우회 수출 긍정 판정

- 소명된 일부 기업을 제외한 해당국 全 기업에 AD․CVD* 적용 예정

* 반덤핑 관세율 18.32%~238.95% / 상계관세율 14.75~15.97%

- 3개국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 결과, 우회 수출 부정 판정 (참고 2)

*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우리 기업 한화큐셀은 우회 수출 혐의 적용에서 제외

□ 대통령 긴급명령(6.6)에 따라, 모든 우회 수출 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

◦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령(proclamation)을 통해 비상 권한 발동

- 우회 수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4개국 소재 기업에 대한 AD․CVD

부과를 24개월 동안(’24.6.6까지) 중단하도록 명령

◦ 태양광 제품 수입 가격 급등을 우려한 미국 내 설치 업체와 청정에너지 

전환 지연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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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 (’12.12.7)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AD․CVD 부과 결정

◦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태양광 셀․모듈 제품의 덤핑

수출과 부당 보조금 수혜 혐의를 인정하여,

- 반덤핑 관세율(특정 기업 대상 18.32~24.48% / 그 외 전체 249.96%),

상계관세율(특정 기업 대상 14.78~15.97% / 그 외 전체 15.24%) 부과

□ (2.8) 미국 제조기업 Auxin Solar는 중국산 태양광 우회 수출 조사 요청

◦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동남아 4개국에서 조립 생산된 태양광 제품이 미국의 

AD․CVD 집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조사 청원 (’30년 관세법에 근거)

□ (4.1) 상무부, 우회 수출 조사개시 ⇒ (12.2) 예비 판정 결과 발표

◦ 상무부는 4개 국가당 2개 기업을 의무 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5.12)

◦ 상무부는 예비 판정 기한을 11.28까지 90일 연장 발표(8.22)

⇒ 예비 판정 기한을 12.1까지 추가 연장(11.14)

< 미국 AD․CVD 우회 수출 조사 규정 >

◦ 상무부 규정 수정(’21.9.20)을 통해 AD․CVD 우회 조사 및 집행 강화

- 신규 규정(19 C.F.R. § 351.226)은 ’21.11.4부 발효, 기존 우회 조사의 절차, 투명성 규정 구체화

◦ (개시) 이해 당사자(유관 기업 등)가 청원을 접수하거나, 상무부 자체 판단으로 조사개시 가능

◦ (판정) 상무부 예비판정 ⇒ 상무부 최종 판정 ⇒ 상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집행명령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와 달리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 피해 조사 없이, 상무부 단독 결정

◦ (일정) 청원 접수 후 30일 내 상무부 조사개시 ⇒ CBP 청산 중단 및 현금예치 명령 ⇒

상무부 예비판정(조사개시 150일 내) ⇒ 최종 판정(조사개시 300일 내) ⇒ 최대 65일 판정 기한 연장 가능

◦ (대상) 상무부는 특정 제조사․수입기업 대상 또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 명령 가능

[자료] 미국 의회조사처(CRS), 연방관보, JDSUPR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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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 판정 세부 내용

□ 조사 범위

  ◦ (기간) 2008~2021년 동안 발생한 해당 제품의 우회 수출 여부 조사

◦ (품목) 태양광 셀, 모듈, 라미네이트, 패널 등 제품(HS 코드 10자리 기준 16개)

* 8501.71.0000, 8501.72.1000, 8501.72.2000, 8501.72.3000, 8501.72.9000, 8501.80.1000, 8501.80.2000, 8501.80.3000,

8501.80.9000, 8507.20.8010, 8507.20.8031, 8507.20.8041, 8507.20.8061, 8507.20.8091, 8541.42.0010, 8541.43.0010

◦ (대상기업) 상무부는 4개국 소재 대상 기업에 질의서 송부

- 총 76개 기업에 질의서를 발송(’22.3.31)했고, 49개 기업 답신 완료*

* 말레이시아(20개 중 17개), 태국(18개 중 8개), 베트남(26개 중 13개), 캄보디아(12개 중 11개)

◦ (판정 기준) 상무부 우회 수출 판정 여부 결정에 다음 5가지 기준 참고

- ⒧ 조사 대상이 기존 AD․CVD 대상과 동종․유사 제품 여부

- ⑵ 미국으로 수입 이전까지 제3국(AD․CVD 대상) 내 조립․완성 수준

- ⑶ 제3국에서 조립․완성 프로세스의 중대성 여부

* 제3국의 투자, R&D 개입 수준, 생산 공정 성격 및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

- ⑷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치 중 제3국 생산의 가치 기여 수준

- ⑸ AD․CVD 우회 방지를 위한 적합성에 대한 상무부 판단

◦ (AFA) 조사 회피 기업을 대상으로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FA) 적용

-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일부 기업(질의서 미응답)을 

상대로 AFA*를 적용해 임의로 우회 수출 혐의를 인정함.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AD․CVD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해당

기업에 불리한 판정 또는 관세를 산정하는 제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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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공한 정보 검증차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추가 업계 의견 청취 후 ’23.5.01 기한 최종 판정 예정

□ 예비 판정 결과

◦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회 수출 긍정 판정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조립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셀․모듈 제품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중국에 부과된 AD․CVD를 회피했다”라고 판정

◦ 조사 결과, 3개국 4개 기업에 대해서 “협의 없음” 판정

* 말레이시아(한화큐셀, Jinko Solar), 캄보디아(New East Solar), 베트남(Boviet Solar)

◦ AFA를 적용해 3개국 22개 기업의 우회 수출 혐의 인정

- 말레이시아 소재 삼성 SDS가 상무부 조사 대응 미흡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

◦ 대통령 포고문(6.6, 연번 10414)에 따라, 우회 수출 규제 집행 중단 

- 상무부는 세관국경보호국에 해당 제품 수입에 대한 청산 중단(suspension

of liquidation) 및 현금예치(cash deposit)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 (’24.6.6까지)

- 관세 조치 유예를 위해서 수출입 업자는 ⒧ 적법한 수입 경로, ⑵ 우회 수출

부정 판정 입증, 또는 ⑶ 원산지 규정을 입증하는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단, AFA 적용 대상 기업에는 상기 ⑵, ⑶ 확인서 제출 방식 이용은 불가

◦ 상무부는 우회 수출 관세율 산정을 위해 다음 2가지 방식 적용

- ⒧ 중국에 자매사를 두고 있거나 중국기업이 제조한 웨이퍼를 사용한 경우,

해당 중국기업에 기존 부과됐던 AD․CVD 관세율 적용

- ⑵ 그 외의 경우에는 중국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AD․CVD

관세율(China-wide rate)을 적용해 최대 254.19% 부과*

* China-wide 반덤핑 관세율 : 238.95 + 상계관세율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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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미국 태양광 업계 內 AD․CVD 우회 수출 조사를 두고 찬반 충돌

◦ 태양광 업계는 크게 ⒧ 업스트림(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등), ⑵ 미드스트림

(태양광 전지․패널), ⑶ 다운스트림(설치․시공․유지 보수)으로 구분

- ’22.2월 현재 기준 미국 내 태양광 셀 생산업체는 전무하고, 오직 13개 

기업이 수입 셀을 사용해 패널 생산 중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 집계)

* 국내 소비되는 태양광 패널 중 약 10%만 미국 내 생산

◦ 미국 업스트림 기업은 중국산 제품 우회 수출 단속에 찬성하는 반면, 미드 

또는 다운스트림 업계는 수입 가격 인상을 이유로 반대 중 

◦ 이번 조사 대상 태양광 제품 관련 미국의 총수입액은 약 10억 달러(’21년)

- 이중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으로부터 수입이 전체의 44% 차지

*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은 ’21년 기준 35만 달러로 전체의 3.3% 비중

< 우회 수출 조사 대상 태양광 제품 관련 美 수입 동향(국별) >

2018 2019 2020 2021 2021년 비중

멕시코 227,164,704 254,606,634 215,612,902 270,142,407 25.2%

베트남 73,153,034 164,271,785 196,854,947 234,534,705 21.9%

중국 297,040,547 197,080,762 141,688,139 152,596,024 14.2%

대만 86,924,405 87,842,950 62,617,022 69,643,083 6.5%

프랑스 34,982,411 49,618,184 56,440,112 63,442,642 5.9%

말레이시아 154,843 14,475,944 27,410,640 59,275,550 5.5%

필리핀 38,474,507 42,342,713 39,899,662 40,646,728 3.8%

한국 24,420,375 28,102,394 27,068,683 34,920,435 3.3%

영국 28,420,020 36,118,970 34,896,757 32,502,317 3.0%

그리스 766,146 8,455,619 4,430,010 27,914,413 2.6%

합계 870,296,199 964,244,070 892,187,061 1,072,357,288 100%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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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유예 조치로 단기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호재 기대

◦ 이번 우회 수출 조사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24.6월까지 관세 집행 연기 예정

- 따라서, 동남아 4개국 수출이 우리 수출로 즉시 전환되는 효과 기대 난망

◦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용량이 ’30년까지 현재 2.5배 수준으로 확대 전망*

-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 제조․설비 업체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전력 예상

⇒ 우리 태양광 수출기업에 반사이익 가능성 존재

* 인플레감축법(IRA)으로 향후 5년간 미국 태양광 신규 설치는 기존 전망치에 비해 62GW

또는 40% 증가 ⇒ 누적 설비는 129GW에서 336GW로 3배 증가 예상 (SEIA, 9.8)

□ 美 우회 수출 조사 강화 추세 속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 대표는 대중 기술․무역 경쟁 우위를 

위해서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강화’ 역설 (하원 청문회 3.30)

◦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우회 수출 혐의로 우리나라 대상 상무부 조사 진행 중

- ’18년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됐던 AD․CVD가 우리나라와 태국을 

거쳐 우회 수출됐다는 혐의로 상무부 직권 조사 착수(7.11)

* 상무부 예비판정 기한 12.12 / 최종 판정 기한은 ’23.5.11

- 그 밖에 상무부는 중국산 석영(Quarts)과 목재 캐비닛(Wooden Cabinet)에 

대한 우회 수출 혐의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조사 중

◦ 중국산 대상 우회 수출 조사 증가 예상, 우리도 상시 조사 대상화 가능성 有

- 상무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 AFA 적용으로 자칫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우리 기업의 면밀한 주의와 대응 요망

- 연례 재심, 미국 무역법원 제소 등 사후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간․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AFA 적용 예방에 최선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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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국별 AFA 적용 대상 기업 >

국가 순번 기업명

말레이시아

1 AMC Cincaria Sdn Bhd
2 Flextronic Shah Alam Sdn. Bhd.
3 Funing Precision Component Co., Ltd.
4 Samsung Sds Malaysia Sdn. Bhd.
5 Vina Solar Technology Co., Ltd.

태국

1 Celestica (Thailand) Limited
2 Green Solar Thailand Co., Ltd.
3 Lightup Creation CO., Ltd.
4 Thai Master Frame Co., Ltd.
5 Three Arrows (Thailand) Co., Ltd.
6 Yuan Feng New Energy
7 Solar PPM.
8 Sunshine Electrical Energy Co., Ltd.

베트남

1 Cong Ty Co Phan Cong Nghe Nang (Global Energy)
2 GCL System Integration Technology
3 Green Wing Solar Technology Co., Ltd.
4 HT Solar Vietnam Limited Company
5 Irex Energy Joint Stock Company
6 S-Solar Viet Nam Company Limited
7 Venergy Solar Industry Company
8 Vietnam Sunergy Joint Stock Company
9 Red Sun Energy Co., Ltd

< (참고 2) AD․CVD 우회 수출 부정 판정 기업 >

국가 순번 기업명

캄보디아 1 New East Solar (Cambodia) Co., Ltd.

말레이시아
1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2 Jinko Solar Technology Sdn. Bhd.

베트남 1 Boviet Solar Technology Co., Ltd.

[자료] 미국 상무부, CRS, JDSUPRA, Morgan Lewis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