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Summary
Today’s presentation topic is “Korea’s Strategy for Future Technology Trade Dispute.” We begin
our brief discussion over the current US-China Trade Dispute and continue our talk over the
U.S. Trade Expansion Act.

U.S. Trade Expansion Act is a federal law which was enacted in

1962.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allows the U.S. President to impose tariffs based
on a recommendation from the Secretary of Commerc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f "an article
is being imported into the U.S. in such quantities or under such circumstances as to threaten or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Section 232 has rarely been used: it was used in 1979 against Iran and in 1982 against Libya.
It had not been invoked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1995,
until it was invoked by President Donald Trump on March 8, 2018 to impose tariffs on steel &
aluminum.

In this respect, President Trump signed executive orders imposing under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i) 25% tariff on imported steel; (ii) 10% tariff on imported aluminum
products; & (iii) additional tariffs when national security is affected. There are some exe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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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gotiations. Individual country negotiations are permitted based in part on whether these
countries are honoring commitments to the U.S, whereas negotiations with China remains
ongoing.
On May 23, 2018, President Trump instructed Secretary of Commerce to initiate a Section 232
investigation into imports of automobiles, including trucks, and automotive parts to determine
their effects on the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 considers automobiles and automotive parts,
as core industries, which are critical to its national strength.
In Feb. 2019, Department of Commerce delivered a confidential report to President Trump that
there was a legal rational for the imposition of steep tariffs on the import of foreign
automobiles, as these imports of steel and aluminum-posed a threat to U.S. national security.
The proposed tariffs was expected to be as high as 25%. The deadline for Trump's decision on
the imposition of the tariffs is May 18, 2019, 90 days after the report's release. However,
President Trump made a proclamation to postpone the decision on whether to impose tariffs on
automobiles imported from Europe, Japan and other countries for 6 months.
Now, let’s talk about Korea's Strategy for Future Technology Trade Dispute. In terms of future
car implication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echnical convergence between two industries:
automobile and Information Technology. If it is considered as an automobile, it would subject to
relatively higher tariff. On the contrary, if considered as an IT product, there would be no tariff
due to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that 81 WTO members agree to remove tariff on
IT product. Lastly, self-driving car is a new challenge to the WTO on how to categoriz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pplication in th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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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약
오늘 발표제목은 “미래기술에 대한 통상압력과 한국의 전략”입니다.
미중 통상분쟁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은 1962년에 제정된 연방법이며, 제232조는 만약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이 국가안보
를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는 수량 또는 그런 상황일 경우, 대통령이 상무부 장관의 권고를 근거
로 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1979년 이란을 상대로 1982년에는 리비아
를 상대로 사용되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된 후부터는 사용되지 않았다가
2018년 3월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속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하면서 발동되었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금속에 대한 25% 관세,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10% 관세 및 (iii) 국가안보에 영향을 받을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제232
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NAFTA 재협상의 조건부로 임시
면제가 부여됐습니다.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경우, 개별국가 협상은 허용
되며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 됩니다.
2018년 5월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트럭과 자동차 부품이 포함한 자동차 수입
에 관한 제232조 조사착수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을
국력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산업으로 봅니다.
2019년 2월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

을 준다는 판단했듯이 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적용을 위한 합법적 근거가 포함된
기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된 관세는 최대 25%로 예상됩니다. 관세부과에 대한 트럼프
의 결정 마지막 날은 2019년 5월 18일로써, 보고서가 발행된 지 9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트
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서 유럽, 일본,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
과 여부결정을 6개월 연기했습니다.
그럼, 미래기술 통상분쟁에 관한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미래자동차
와 관련해서 자동차 및 정보통신 두 산업분야간의 기술적인 융합이 점점 늘어가는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로 고려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반대로 정보통신 제품으
로 고려된다면, WTO 81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보통신협정(ITA)에 따라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자동차는 인공지능(AI)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세계무역기
구(WTO)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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