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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입산 전기 변압기 관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발표
박명서 대리(myeongpark@kita.net)

□ 美 상무부는 지난 5.4(월) 수입산 전기 변압기 관련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목적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o 상무부는 변압기 코어 라미네이션(laminations for stacked cores for incorporation
into transformers), 변압기 코어(stacked and wound cores for incorporation
into transformers) 등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美 상무부는 이러한 전기 변압기 부품들은 태양열, 원자력, 풍력, 석탄, 천
연가스 등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제품이라며 이러한 제품들이
미국 내 주요 인프라 및 국방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힘
- 美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미국의 수입산 변압기 코어 및 변압기 코
어 라미네이션 최대 수입상대국은 멕시코 및 캐나다로 알려짐
o Inside US Trade紙는 이번 조사 배경을 업계가 상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美 업계가 의회 로비를 통해 관철시켰다고 밝힘
- 오하이오에 위치한 Cleveland-Cliffs社는 상무부의 이번 232조 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조사는 Rob Portman (R-OH), Bob Casey
(D-PA) and Sherrod Brown (D-OH)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Mike Kelly
(R-PA), Troy Balderson (R-OH) and Marcy Kaptur (D-OH) 하원의원 등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고 강조
o 美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절차에 따라 270일 내에 해당 품목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 관련 보고서 및 권고안을 작성하여 美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 美 대통령은 232조 보고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內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및 권고안에 대한 동의 여부 발표 및 조사 품목의 수입규모 조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결정해야함
- 또한 232조 조사 관련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 후 15일 內 해당 조치 시
행에 나서며, 90일 內 서면으로 美 의회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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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232조 조사 개시 조치에 대해 우려
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Chad Bown PIIE 선임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개시가 업체의 제소로
이뤄진 것이 아닌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시한 것이라며 비판
- Jennifer Hillman 조지타운 교수는 이번 조사개시가 일방적으로 기존 철강
232조 조치를 철강 가공품으로 확장하지 않고 새로운 품목으로 조사를 개
시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철강 232조 조치가 美 철강 산업에 도움이나
혜택을 주고 않았다고 강조
- Halie Craig RSI 연구원은 이번 232조 조사개시 품목중 방향성 전기강판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의 경우 2014년 반덤핑 조사시 ITC가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판정한 것과 상반된 조치라고 주장
o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입産 철강·알루미늄(2건), 자
동차·자동차 부품(1건), 우라늄(1건), 티타늄스폰지(1건) 등 총 5건의 232조
조사를 개시했지만 대부분은 결정이 보류 (워싱턴 통상정보 128호 참조)
- 232조 조사 중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각각 25% 및 10% 부과되었
지만 다른 조사에 대해서는 조치 결정이 보류되고 있음
-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관련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
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보류 중
- 우라늄의 경우 2019.4월 상무부가 수입産 우라늄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년 7월 핵연료 특별조사 위원
회(Nuclear Fuel Working Group)를 설립해 미국의 핵연료 생산성 관련 보고
서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황
- 티타늄스펀지의 경우 2019.11월 상무부가 보고서 제출후 2020.2월 트럼프 대
통령은 수입産 티타늄스펀지의 국가안보 위협을 인정한다면서도 긴급상황
시 티타늄 확보를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며 수입규제 조치를 보류 중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전기 시설망(Electricity Grid)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미국 전기생산 인프라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o 지난 5.1(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기 시설망에 대한 외국의 잠재 위협에
대비해 발전소 시설에 필요한 특정장비 수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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