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지부 통상정보(28)
(수입규제) 세탁기

美상무부, 한국‧멕시코産
belt-drive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상황변화 재심 최종판정 발표

2019. 3. 12(목)

2019.3.6(수) 美상무부는 Whirpool社가 요청하여
시작된 한국‧멕시코産 belt-drive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상황변화 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최종판정(규제 유지) 발표

워싱턴지부

1. 개 요
q 2018.5.11(금) 美상무부는 제소업체 Whirlpool 社측 주장에 따라 한국
및 멕시코산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상황변화(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재심 조
사에 착수(2018.5.11 워싱턴지부 통상정보 26호 및 2018.5.17
워싱턴지부 통상정보 27호 참조)
ㅇ Whirlpool社는 세탁기 가운데 FL CIM/Belt Washers*에 대
해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무역구제 철회를 요청.
다만 무역구제 조치 철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모든 생
산자(substantially all)의 동의가 필요
- 그러나 Whirlpool社의 시장 점유율이 50%수준으로 美DOC
에서 요구하는 85%를 충족하지 못함
*해당제품: (1)수평 회전축-Horizontal Rotational Axis (2)드럼
-Drive

Train (3)구동렬-Drive Train을 포함하고 있는 세탁기

<세탁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내용>
ㅇ (제소일자) 2011.12.30
ㅇ (해당제품)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ㅇ (제소업체) Whirlpool Corporation(미시간州)
ㅇ (피소국) 한국, 멕시코(2개국)
ㅇ (피소업체-한국)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 첫 제소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 연례재심(2019년 2月 5차 연례재
심 최종판정→LG전자: 0.0%)이 이루어졌고, 1차 일몰재심(반덤핑
예비판정 최대 82.41%)은 현재 조사 중

2. 상황변화 재심 최종판정 결과
q 2018.11.5(월) 美상무부는 Whirlpool社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모
든 생산자(substantially all)가 아니기에 규제를 폐지하지 않겠
다는 예비판정 결과 발표
ㅇ 실제 Whirpool社를 제외한 모든 미국 내 생산자들(GE
Appliances社, LG전자, 삼성전자)은 상황변화 재심을 반대
q 2018.12.21.(금) Whirlpool社는 3月 상무부에 제소한 상황변화
재심 요청을 철회
q 2019.3.6(수) 美상무부는 한국 및 멕시코산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상황변화 재심에 규
제를 폐지하지 않는다(not to revoke orders)는 최종판정 발표

<세탁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상황변화 재심 조사 일정>
1
2
3
4

일정

제 소
조사개시 여부 판단
의견서 수렴
반언서 수렴

일시

2018

5 예비판정
6 최종판정

3.22
5.11
5.22
5.29
11.5

2019

3.6

비 고

Whirlpool社 제소
조사 개시
관보 개시 후 10일 이내
의견서 수렴 후 7일 이내
Whirlpool社는 실질적인 모든 생
산자(substantially all)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폐지하지 않을 것
규제 폐지하지 않을 것

붙임: 1. Whirlpool, 상황변화 재심 조사 요청 철회(2018.12.21)
2. 美상무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상황변화 재심 조사
최종판정(2019.3.6).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