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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
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
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
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
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
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
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
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
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
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
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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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
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
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
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
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
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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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
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
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
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
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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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1. 연구 목적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ㆍ중 대립은 미국의 중국 포위
망 정책, 중국 배제, 디커플링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면서 무역 혹은 통상마찰
수준을 넘어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2018년 3월 USTR이
발표한 보고서1)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정부가 2015년 발표한 ‘중
국제조 2025’를 중국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을 바탕으로 외국기
업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자국산업의 고도화, 나아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선
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기술이전에 대해, 첫째 중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술이전 요구, 둘째 중국의 차별적인 라이선스 규제,
셋째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 넷째 중국인민해방
군의 미국기업 컴퓨터 네트워크 침입에 의한 지식재산권 및 기업정보 탈취 행
위를 지적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ㆍ중 디커플링 정책은 2018년 3월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
으로 2018년 8월 중국을 암묵적 표적으로 한 2019 NDAA2) 제정으로 본격화
되었다. 2019 NDAA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FIRRMA3)
제정과 엔터티 리스트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ECRA4) 제정, 중국산 통신
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을 담고 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미ㆍ중 간 기술패권을 둘러싼 대립은 미ㆍ소 냉전시대와는
달리, 군사적 대립이나 마찰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의 패권경쟁이라는 양상
을 띠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된 가운데, 즉 경제적

1) USTR(2018).
2)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19).
3)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4)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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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의 대립인 만큼, 단순한 적대관계 혹은 진영
간 블록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
와 같은 인식하에서 본 보고서는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ㆍ중 갈등국면에서 일본의 대응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가. 연구방법론ㆍ접근방법
최근의 미ㆍ중 갈등을 보는 관점 혹은 접근방법은 크게 지경학(geoeconomics),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5) 그리고 경제안전보장론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그림 1-1 참고). 일반적으로 지정학(geopolitics)은 한 국가의 외교정
책을 분석하는 일종의 방법론인데, 지경학은 첫째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
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둘째 유익한 지정학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셋째 다른 국가의 경제적 행동이 한 국가의 지정학적 목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된다.6) 단 지경학의 지리적 요소를 제외하면 지
경학은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를 강제’7)하는 경제책략 개념으
로 치환될 수 있다.
최근의 미ㆍ중 갈등이 과거 미ㆍ소 냉전과 다른 점은 미국과 중국 양국이 글
로벌화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ㆍ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쪽이 다른 쪽의 취약성에 대해 공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제
로서 군사적 무력충돌이나 핵전쟁보다는 경제정책 등 경제적 수단을 더 선호할
5) 본 연구에서는 Economic Statecraft라는 용어를 경제책략(經濟策略)으로 번역ㆍ사용한다.
6) Blackwill and Harris(2016), p. 20.
7) Baldwin(1985), pp. 32-33; 鈴木一人(202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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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8)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핵무기 사용과
같은 지정학적 대응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ㆍ중 갈등을 지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시장, 자원, 국제
통상규범에 대한 통제 혹은 지배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
다.9) 최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나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 및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와 같은 국제통상 이슈들 역시 지경학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라 할 수 있다.10)

그림 1-1. 연구방법론 및 연구 범위
연구방법론(접근 시각)

미ㆍ중 갈등에 대한 현상 인식

관여

부분적 디커플링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

디커플링

봉쇄

추가관세 부과

경제안전보장 전략

수출통제 강화

일본판 경제책략

기술수출통제 강화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미국의 중국산 5G 통신장비 정부조달 금지
지경학(Geoeconomics)

일본의 전략적 대응

아태지역을 둘러싼 지경학적 경쟁 격화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
아태지역에서의 규범을 강조하는 통상질서 구축
통상규범 중시: 실용주의적 대중 접근
CPTPP의 외연확대: 규범에 기초한 통상질서

경제안전보장론

자료: 저자 작성.

8) 鈴木一人(2021), pp. 9~10.
9) Baracuhy(2019), p. 15.
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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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상분야 주도: 디지털무역, 환경·노동

경제안전보장론은 지경학이나 경제책략을 포괄하지만, 한 국가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양상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하고 특수할 수밖에 없어 학문적으로 개
념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을 지경학 혹은
경제책략 관점에서 접근하되,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은 경제안전보장론으로 귀
결되고 있음11)을 감안하여,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개념을 ‘국가나 국민
경제가 위협받는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경제정책 혹은 경제를
힘의 원천으로 삼은 시장경제 룰을 벗어난 행위’12)로 받아들이고, 中村直貴
(2020)가 제시한 3가지 유형을 약간 수정하여 첫째 경제책략, 둘째 전략기반산
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셋째 ‘동지국’13)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14)

나. 연구 범위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미ㆍ중 갈등에 대한 현상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최근 미ㆍ중 갈등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중첩되는 가운데, 미ㆍ중 간 디커플
링의 범위와 양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다만 본 연구는 미ㆍ중 간 디커플링을 거시경제, 무역, 혁신, 디지털 등 4대 분
야로 대별한 다음, 이 중 무역 분야에서의 공급망과 기술 디커플링이 현실화되
고 있다는 MERICS(2020)15)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연구 범위를 미ㆍ중의
11) 菅原淳一(2020)는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해 국민경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자국제일
주의가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미ㆍ중 대립이 뉴노멀화하면서 대중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한
후, 향후에는 경제안전보장을 고려한 글로벌화에 대한 국가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菅原淳一(2020), 「加速する三つの潮流、日本の通商戦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12) 野林健 외(2007), p. 103, 재인용: 中村直貴(2020), p. 125.
13) 일본정부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 동맹국(allies)을 구분한다. 外務省(2019), “Japan–
Australia-India-U.S. Consult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주로 자유,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우에 동지국으로 표현한다.
14) 野林健 외(2007), pp. 105~106, 재인용: 中村直貴(2020), pp. 126~130.
15) EU의 중국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in China)와 MERICS가 공동 진행한 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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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책략 중 무역정책과 투자정책에 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정책과 투
자정책은 어디까지나 경제책략의 세부 수단인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
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교환’한 추가관세 부과, 수출통제 강화, 기술수출통제
강화,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와 미국의 중국산 5G 통신장비 정부조달 금지
등을 의미한다(그림 1-1 참고). Boustany and Friedberg(2019) 역시 향후
미ㆍ중 경제관계가 부분적 분리(partial disengagement) 단계로 전환될 것으
로 전망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미ㆍ중 관계가 미국의 대중 관여정책에서 이탈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ㆍ소 냉전시대처럼 중국경제권이 블록화 혹은
봉쇄 단계에 있지도 않고, 미ㆍ중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디커플링 단계도 아
니라는 것이다.

다. 연구 구성
본 연구의 본론을 [그림 1-1]의 연구방법론 및 연구 범위에 맞춰 설명하면,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은 추가관세 부과, 수
출통제 강화 등 미ㆍ중 갈등을 경제책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
하고,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는 미ㆍ중 갈등의
영향으로 미ㆍ중 디커플링이 무역 분야(공급망)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일ㆍ중 무역관계에서도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하
고 있는 부분이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제5장 ‘일본의 아태지
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은 미ㆍ중 갈등에 대한 일본의 ‘통
상 대응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구성

미ㆍ중 간 디커플링 양상을 거시경제, 무역, 혁신, 디지털 등 4대 분야로 대별한 다음 ① 거시경제 분야
는 정치(상호 호감도 조사)와 금융(중국의 미국달러화 의존도) ② 무역 분야는 공급망과 기술 ③ 혁신
분야는 R&D(서구기업과 중국 간 R&D 협력)와 표준화(중국의 독자적 표준화) ④ 디지털 분야는 데이
터 거버넌스(중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와 통신네트워크 설비ㆍ서비스로 나누어 디커플링 양
상을 진단하고 예측하고 있다. MERICS(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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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
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
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
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서로 비교
한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
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즉 2017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ㆍ중 통상마찰 과정에서 일본의 대중 공급망 재편 여부를 무역통계를 중
심으로 검증한 다음, 미ㆍ중 통상마찰로 인해 중국 주재 일본계 기업의 생산거점
이 이동하는 공급망 재편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
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
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
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점, 일본의 통상 전략 기
조는 ‘규범에 기초한 통상질서 구축’에 있고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일본의
CPTPP 협상 주도와 RCEP 참여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일본의 신통상 전략 역시 상기 기조하에서 환경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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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가. 미ㆍ중의 경제책략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기본 분석 틀은 경제책략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Baldwin(1985)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미국의 경제책략 도입을 주장한 Blackwill
and Harris(2016)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경제책략에 관한 분석 틀
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책략 유형을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으로 대별한 후, 다시 무역정책은 추가관세 부과,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투
자정책은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로 세분화하였다. 일본에서의
경제책략에 관한 연구는 鈴木一人(2021)와 國分俊史(2020)가 대표적인데, 경
제책략과 경제안전보장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일본 학자의 연구는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의 분석 틀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경제책략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
책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나. 미ㆍ중 갈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김석민, 김은우(2018)는 국제산업연관분석 방법론에 입각하여 미ㆍ중 통상
마찰이 한국의 대미(對美), 대중 수출 감소를 통해 한국의 GDP 감소로 이어지
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김바우, 김정현(2019)은 3차에 걸친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한국의 국내생산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영향력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
였다. 양평섭 외(2019)는 미국과 중국이 2019년 9월부터 각각 추가관세와 보
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미ㆍ중 무역마찰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22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9억 1,000만 달러, 대중 수출은 무려 52
억 2,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연원호 외(2020)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ㆍ중 갈등을 기술패권경쟁으로 규정 짓고, 미국이 2018
년 들어 제정ㆍ개정한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9 국방수권법(NDAA)」
889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와 투자규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의미를 분석한 후, 미ㆍ중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한국은 미ㆍ중 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에 직
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만의 일종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갖춘 기술적 우위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최동준(2021)은 2018년 제정된 미국 「수출통제
개혁법(ECRA)」과 2020년 제정된 중국 수출통제법을 수출통제제도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양평섭, 최지원(2021)은 미ㆍ중 갈등 양상
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미국의 규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
플링 경쟁, 그리고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간 안보전략 경쟁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다음, 한ㆍ중 협력 관점에서 중국이 기술의 자립자강과 수
입대체를 강화할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지만, 중국이 대외개방 및 투명성
제고,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양평섭
외(2019), 연원호 외(2020), 양평섭, 최지원(2021)의 연구 방향과 동일선상에
서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되, 어디까지나
미ㆍ중 갈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 차이나 리스크와 미ㆍ중 무역마찰의 영향에 관한
일본 내 선행연구
미ㆍ중 마찰 이후 일본 내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일본정부
가 주도하였다. 経済産業省(2020)은 일본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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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일본기업 중 전기기기ㆍ전자부품, 의류, 가구 등의 업종에서 대중 생산거
점의 집중도 상승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민간연구소에서는 일본종합연구
소(日本総研)의 平岩有史(2020)를 중심으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일본기업의
‘탈중국화’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중론화
되었다. 본 연구는 平岩有史(2020)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일본의 대중 수입의
존도를 집중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한편 미ㆍ중 마찰의 일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Sun et al.(2019)이 대표적인데, 이 연구는 중국의 총수출 가
운데 40% 이상이 외국인 다국적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미ㆍ중 무역마찰은 중국 내 일본 다국적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
정하에서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일본 모기업의 매출액과 주가에까지도 악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Zhang(2021)은 Sun et al.(2019)과 마찬
가지로 경제산업성이 공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4분기 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1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이 중국 내 일본 다국적기업의
대일(對日) 수출을 격감시키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와는 달리 중국 내 일본 제조업 기업의 공급망은 현지화(localization)
가 급진전되어 현지 및 일본으로부터의 조달, 그리고 현지 매출과 일본으로의
역수입 비중이 높아 미ㆍ중 무역마찰이 중국 내 일본 다국적기업에 대한 영향
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 China+1의 후보지역으로서 ASEAN에 관한 일본 내
선행연구
平岩有史(2020)는 2010년 전후로 일본기업들이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중ㆍ
일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 ASEAN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한 과정을 분
석한 후, 중국 주재 일본기업의 탈중국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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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미ㆍ중 갈등 이후 일본기업이 China+1의 후보지역으로서 ASEAN을
검토해 볼 것을 제언하고 있는 연구는 牧田健(2020)이다. 그는 일본의 최종수
요에서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율16)이 섬유ㆍ의류나 컴퓨터를 비롯하여 제
조업 전반에 걸쳐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ㆍ중 갈등이 더 첨예화되면 일
본경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미 수출거점으로서 중국에 대
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보다 노동력이 저렴한 ASEAN 지역에 생산거점을 확
보하는 전략을 옹호하였다. 특히 미ㆍ중 갈등의 여파는 당분간은 최첨단 반도
체와 IT 관련 기기에 국한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기업에 있어 중국은 대
미 수출의 생산거점으로서 점점 존재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 연
구 역시 미ㆍ중 무역마찰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China+1 전략, 즉 차이나 리스
크를 헤징(hedging)하기 위해 중국을 대신한 투자 후보지로서 ASEAN을 주목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검증하고 있다.

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일본 내에서도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활기를
띠고 있다. 中村直貴(2020)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첫째 경제책략, 둘
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셋째 국제경제시스템의 강화ㆍ재구
축(글로벌 공급망 강화)으로 범주화하였는데, 본 연구는 상기 3개 범주를 수용
하되 일본에서의 최근 연구를 반영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國分俊史(2020)와
鈴木一人(2021) 역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나,
경제책략과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兼原信克(2020)는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 전략을 정치ㆍ외교 측면에서 매
우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16) Origin of value added in fin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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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한국 입장에서 RCEP을 지경학적 기회요인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지적
하고 있는 연구는 김양희(2021)가 대표적이다. 중국 주도의 RCEP이 내포하고
있는 ‘전략적 경쟁국 간의 경제통합’과 ‘Made in RCEP’의 양면성에 주목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통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WTO의 전자상거래 협상을 조
망하면서 디지털통상 관련 국내 규제ㆍ제도ㆍ법률의 개선을 제언하고 있는
이규엽, 강민지(2021)와, 신통상 이슈로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과 노동 분야에
서 한국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이천기 외(2021)가 선행연구로서 참고할 만
하다. 다만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본의 아태지역
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관련해서는 Paterson(2021), Ajibo et al.(2019),
Katada(2018), 그리고 일본의 신통상 이슈와 관련해서는 秋山公平(2019), 植
田大祐(2021)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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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ㆍ중 갈등: 배경
미ㆍ소 냉전 해체 이후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목표와 전략하에 경제적
관여(economic engagement)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미국은 대중 관여정책
이 중국 공산당 당국의 경제개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로의 편입, 궁극적으로는
정치개혁ㆍ체제전환까지도 유도할 것으로 낙관하였다. 이때 대중 관여정책은
미국시장 개방, 무역수지 적자 및 중국자본 유입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미국기
업의 대중 기술ㆍ지식재산권 이전까지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관여정책이 낳은 혜택을 독점하였고,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시스템을 고수ㆍ강화하였다. 덩샤오핑에서 시진
핑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자들은 공산당의 막강한 정치력을 동원하여 국민경
제를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모든 경제활동과 경제정책의 목표를 중국 공산
당의 지배력 강화와 중국의 패권강화에 두었으며, 이에 미국의 대중 관여정
책은 실패한 ‘도박’이었다는 인식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정계ㆍ재계에 확산
되었다.17)
미국에서 대중 관여정책이 실패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된 계기는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차오량(乔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초한전(超限战、
Unrestricted Warfare)』이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을 발표
한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8) 중국의 ‘초한전’은 미국과 같은 ‘적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테러, 사이버공격, 금융 전
쟁 등 ‘비군사적 전쟁행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지정학과 지경
학 혹은 경제책략이라는 ‘책략’을 중시한 것이다.
2017년 12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19)을 발표하였는데,
17) Boustany and Friedberg(2019), pp. 4-6; Thomas(2019. 9. 3), “Matters of Record:
Relitigating Engagement with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참고.
18) Barno and Bensahel(2016), “A New Generation of Unrestricted Warfare,”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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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하고 그간
미국의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재고해야 한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대중 경제책략 관점에서, 2018년 3월 미국 USTR은 2015년 중국이 발표
한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 2025, Made in China 2025)’를 산업정책, 강
제적 기술이전 요구, 지식재산권 탈취와 같은 불공정 경쟁정책과 관행을 바탕
으로 미국기업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자국 산업의 고도화, 나아가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20)
나아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을 첨
단기술개발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정부, 그리고 군사, 국방산업 간의 구분을 없
애고, 자신의 R&D 활동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을 탈취ㆍ획득하는
방법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전략으로 이해하
고 중국당국의 기술개발 전략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하였다.21) 미국은 미ㆍ소
냉전시대에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과 정밀유도무기시스템 개발을 통해 소련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는 민간부문
이 개발하여 국방 분야에 사용하는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이
군사 첨단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 역시 이들 기술을 취득ㆍ활용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자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 도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역시 AIㆍ기계학습, 양자기술, 자율형무
인시스템, 지향형에너지(directed-energy, 레이더), 극초음속 추진제 등과 같
은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특히 우주공간, 사이버공간, 전자스펙트
럼과 같은 새로운 경쟁공간에서 이들 첨단기술의 활용을 놓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22)
19) The White House(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20) USTR(2018), “China Section 301-Tariff Actions and Exclusion Process,”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6. 2).
21) U.S. Department of State, “Military-Civil Fus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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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이 국내외 과학ㆍ기술계 석학들을 모집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
성과를 자국 산업은 물론 인민해방군의 군사기술개발에 활용하는 ‘천인계획(千
人計畫, Chinese Thousand Talents Program)’은 미ㆍ중 기술패권경쟁에
서 또 다른 불씨로 등장하였다. 2015년 미국은 중국의 천인계획이 전국인민대
표대회가 수립한 제12차 5개년 경제ㆍ사회발전계획(2011~2015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는데, 그 목표란 중국당국이 설정한 신에너
지, 에너지보존ㆍ환경보호, 바이오기술, 신소재, IT, 항공ㆍ통신설비 제조, 클
린 자동차 등 7대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확보이다. 중국의 천인계획이 미국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된 것이다.23)
미ㆍ중 기술패권경쟁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에서 명시한 것처럼 정부보
조금, 수입제한, 정부주도의 M&A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에서 미
국 및 기타 선진 공업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자립도(self-reliance)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중국
이 외국인 합작기업을 경유한 강제적 기술이전은 물론이고 사이버공격, 전통적
인 첩보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기술과 지식재산을 절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위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에 입각
하여 해외 IT 인프라에 장착된 중국산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외국 정부와 기업
은 물론 민간인에 대한 민감정보(critical informations)를 절취ㆍ절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24)

22) 森聡(2019), pp. 102~103.
23) FBI(2015), “Counterintelligence Strategic Partnership Intelligence Note,”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8. 21). 2020년 6월 미국 법무부가 하버드대학 학과장 및 중국인 2명을 간첩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 FBI는 상기 자료에서 2012년에 발생한 듀크대학 중국인 유학생의 기술절도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전자의 하버드대학 사례에서 미국인 화학ㆍ생물학과 학과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천인계획에 참여한 바 있고, 후자의 듀크대학 사례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훔친 나노기
술을 바탕으로 중국에 귀국하여 정부지원을 받고 창업을 하였는데, 미국 체류 시 그가 다른 중국인 연
구자들을 초청하여 공동연구 명분하에 기술을 유출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24) Boustany and Friedberg(201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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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가. 경제책략의 유형
경제책략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Baldwin(1985)은 그 유형을 경제제재(채
찍)와 경제원조(당근)로 대별한 다음, 경제제재로서는 무역 측면에서의 수출입
금지, 불매운동, 관세 인상, 차별관세, 최혜국대우(MFN) 중단, 블랙리스트, 수
출입쿼터제, 수출입라이선스 정지와 자산 측면에서의 자산동결, 수출입관리,
원조중단, 몰수, 과세, 국제기관에 대한 거출금 유보를 예시하였고, 경제원조로
서는 무역 측면에서의 특혜관세, 최혜국대우 부여, 관세 인하, 수출입보조금,
수출입라이선스 부여와 자산 측면에서의 원조제공, 보증, 민간자본의 유출입
촉진, 특혜과세를 예시하였다.25)

표 2-1. 경제책략의 7대 유형
유형

예시
- 관세 부과: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및 중국의 보복관세(2018년
이후)
- 수출금지, 수입금지, 세관통제 강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1

(2010년), 러시아의 대(對)EU 낙농제품 수입금지(2014년), 중국의

무역정책

대한(對韓) 사드(THAAD) 보복조치(2017년)
- 수출통제1): 미국의 리스트 규제, 엔터티 리스트(EL) 규제(2018년 이후),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2019년)
- 기술수출통제: 미국의 대중 신흥기술ㆍ기반기술수출규제(2018년, ECRA)
- 해외직접투자(outward): 국부펀드, 국영기업의 FDI 및 주식상장2)
-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미국의 FIRRMA 제정: CFIUS 심사권한 강화

2

투자정책

(2019년), 일본의 외환법 개정(2020년)
- 정부조달 금지: 미국의 화웨이 등 5개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2019년)

25) Baldwin(1985),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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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유형

예시
- UN 안보리의 결의에 기초한 경제제재와 각국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3

경제제재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경제제재: 미국의 「적성국교역법(TWEA)」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경제제재와 금융제재(국내
외국자산의 동결, 몰수, 과세)3)

4

사이버공격

5

경제원조

6

국제금융ㆍ통화정책

7

- 사이버공격4): 중국의 ‘프로젝트 863’5)
- 세계 주요국의 ODA 프로그램
-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 EU의 유로화 도입,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대외 에너지ㆍ물자통제 -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2006년, 2008년)

주: 1) 수출통제대상은 제품(화물 또는 서비스)과 제품에 내재된 기술도 포함.
2)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자원부국들이 국부펀드는 물론 국영기업을 동원하여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상장하는 행위는 특정 국가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책략에 속함.
3) 미국의 경제제재 및 금융제재 프로그램은 U.S. Department of Treasury 홈페이지(검색일: 2021. 9. 25) 참고.
4) 사이버공격이 경제책략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가 관여하고 있고 둘째, 상대국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5) 중국의 ‘프로젝트 863’: 1990년경부터 중국정부의 재정지원하에 미국의 기술ㆍ경제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이버공격 프로젝트. 2015년 미국의 수백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절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전력 등 기간산업에
대한 기밀정보도 절도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름.
자료: Blackwill and Harris(2016), pp. 49-87; 鈴木一人(2021), pp. 13~17 참고하여 정리.

그러나 시대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책략의 유형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Blackwill and Harris(2016)는 당시 러시아, 중국과 달리 미국은 경
제책략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경제책략의
유형으로서, 무역정책, 투자정책, 경제제재, 사이버공격, 경제원조, 국제금융ㆍ
통화정책, 대외 에너지ㆍ물자통제를 제시하고 있다.26) 무역정책 중 대표적인
경제책략은 관세 부과,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를 들 수 있고, 투자정책 중에서
는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가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단 이들
7가지 경제적 수단은 Baldwin(1985)의 ‘채찍과 당근’처럼 상대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나 통상장벽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와 경제원조와 같은 긍정적인 유인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표 2-1 참고).

26) Blackwill and Harris(2016), pp. 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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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역정책
1) 대중 추가관세 부과
미국의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는 통상법 301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 조치의 해제 여부는 미국
행정부가 판단하나, 2020년 2월 발효(2019년 12월 체결)된 미ㆍ중 간 제1단
계 경제ㆍ무역협정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환율조작 금
지, 향후 2년간에 걸친 대미 수입 확대 등을 약속하였고, 미국은 통상법 301조
에 의거한 대중 추가관세는 일부 인하하되 대부분은 유예한 상태이다.

표 2-2.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구분

제1탄

제2탄

제3탄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제4탄
리스트 4A

리스트 4B

발동 일자 2018년 7월 6일 2018년 8월 23일 2018년 9월 24일 2019년 9월 1일 2019년 12월 15일
금액

340억 달러

160억 달러

2,000억 달러

1,200억 달러

1,600억 달러

품목 수

818

284

5,745

3,243

555

25%

25%

(2019년 5월

15%

15%

10%
9일까지)

추가

당초 2019년

당초 2019년

관세율

10월 15일

10월 15일

예정이었던

예정이었던

30% 인상은

30% 인상은

보류

보류

25%

2019년 12월

(2019년 5월

13일 제1단계

10일부터)

합의 → 인하

당초 2019년
10월 15일

7.5%

예정이었던

(2020년 2월

30% 인상은

14일부터)

2019년 12월
13일의 제1단계
합의로 12월
15일 발동을
보류

보류
발동상황

유효

유효

유효

유효

발동 보류

자료: KOTRA(2019. 9. 16),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적용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방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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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2018년 7월 발동된 대중 제1탄 추가관세부터 제4탄의 리스트
4B 추가관세까지의 추가관세 부과상황을 정리한 것이다.27) 리스트 1로 분류
된 추가관세 부과대상은 대중 수입액 340억 달러 상당의 818개 품목이고, 추
가관세율은 25%이다. 리스트 2로 분류된 추가관세 부과대상은 대중 수입액
160억 달러 상당의 284개 품목이고, 추가관세율은 25%이다. 리스트 3의 경우
는 5,745개 품목, 대중 수입액이 2,000억 달러에 달하고 추가관세율은 25%이
다. 리스트 4A는 대중 수입액 1,200억 달러 상당의 3,243개 품목을 망라하고
있고, 다만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조치를 2021년 9월 말까지 연장
중이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4B는 대중 수입액 1,600억 달러의 555개 품목을
망라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PC, PC 모니터, 바이오, 게임단말기, 일부
의류와 신발, 완구 등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고 단기에 대체생산이 곤란한 제품
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2020년 11월 기준 미국의 대중 수입액의 약
70%가 추가관세 부과대상이다.

2) 엔터티 리스트(EL) 규제
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미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금수국 제재 및 금융제재와는 별도로 안보이익과 외
교정책 목적으로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28)과 방위 관련 품목(defense
related items)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표 2-3 참고). 이 중 이중용도 품목
에 대한 수출통제는 1979년 제정된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에 근거하고 있고, 미국 상무부 소관이다. 2018년 8월 미국 의회는 EAA
를 폐지하는 대신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제정하였고, 하위법령으로서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두고 있다.
27) KOTRA(2019. 9. 16),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적용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방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
28) 품목(items)에는 제품(goods), 소프트웨어(software), 기술(technology)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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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구분
정부부처

이중용도 품목

방위 관련 품목

수출통제

수출통제

상무부 BIS(산업안보국)

국무부
DDTC(방위무역통제국)

금수국 제재 및 금융제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EAA):
법적 근거

2018년 8월
수출통제개혁법(ECRA)
으로 대체

무기수출통제법(AECA:
Arms Export Control
Act)

(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규정

수출관리규정(EA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연방규칙집 제31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2)를 참고하여 작성.

미국 상무부 소관이자 ECRA에 근거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로는
① 리스트 규제 ② EAR 99 규제 ③ 군사최종사용(MEU: Military End Use)
규제 ④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s) ⑤ 엔터티 리스트(EL: Entity List)
규제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29) 위 5가지 제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트 규제는 컴퓨터나 비행기, 병원체처럼 평상시에는 상업용으로 디
자인되어 있으나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제도이다.
① 핵 물질ㆍ설비ㆍ장치 ② 재료ㆍ화학제품ㆍ미생물ㆍ독소 ③ 재료가공 ④ 전자
⑤ 컴퓨터 ⑥ 정보통신 보안 ⑦ 레이저ㆍ센서 ⑧ 항법장치ㆍ항공전자 ⑨ 해양기
술 ⑩ 추진시스템, 우주기기 관련 시설 등 10개 범주에 속하는 품목을 구체적
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트 규제라 부른다. 미국 상무부 BIS(산업안
전보장국)는 규제대상품목에 5자리의 숫자-영자 혼합코드인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을 부여하고 있고, CCL(Commercial

29)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for Research,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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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List)에 등재된 품목을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가불요
(exclusion)나 허가면제(exemption)가 적용되지 않는 한 사전허가(licence)
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EAR 99 규제는 상기 CCL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비첨단기술의 소비
재 품목이 대상인데, 수출대상국이 미국의 수출금지 혹은 경제제재대상 국가이
거나 최종수요자(end-user)와 최종용도(end-use)가 수출금지대상인 경우에
사전허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셋째, 군사최종사용(MEU) 규제30)는 최종적으로 군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제도이다. 2020년 9월 1일 미국 상무부는 EAR 개
정을 통해 중국 등에 대한 MEU 수출통제를 강화하였는데, 중국에서의 군사최
종이용(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넷째, 캐치올 규제31)는 리스트 규제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WMD(대
량살상무기)ㆍ미사일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비첨단 이중용
도 품목(low-level dual-use items)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통제제도이다. 핵
심 우려국가(countries of concern)의 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출통제가 목
적이다.
다섯째, EL 규제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외교정책을 위반해서 EAR을 적용받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이다.32) 대상은 외국인(기업, 연구기관, 정부조직, 기타 법
인격 포함)이고, BIS가 처음으로 EL을 공표한 시점은 1997년 2월이다. EL에
게재된 외국인에게 미국 품목을 수출, 재수출, 국내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
30) Monroe(2020. 9. 1), “The New Military End Use and End User Regulations,”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6. 23).
31)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EXB), “A Resource on Strategic Trade
Management and Export Contro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3).
32) BIS가 관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로는 Entity List 외에도 우려거래자 목록(DPL: Denied Persons
List)과 Unverified List가 있다. 전자는 수출규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등의 이유로 수출권한을 아예
박탈하는 개인 또는 단체 목록이고, 후자는 미국 상부무가 수출허가 전 체크나 수출출하 후 검증 시 수
출관리 품목의 최종용도ㆍ최종수요자에 대한 정당성 또는 신뢰도를 검증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 목
록이다.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Denied Persons Li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3);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nverified Li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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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더라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33) BIS는
비정기적으로 EL을 업데이트하여 ‘Supplement No. 4 to Part 744 of the
EAR’에 공표하고 있다.

나) 엔터티 리스트 규제(EL 규제)
미국 상무부 BIS(산업안보국)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6년
3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와 자회사(ZTE Kangxun, Beijing 8-Star,
ZTE Parsian)가 이란과 북한에 대한 불법 재수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EL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ZTE와 ZTE Kangxun이 11억 9,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자 2018년 7월 EL에서 해제하였다. 그러나 ZTE와 ZTE Kangxun이
이란과 북한 재수출에 관여한 경영진을 처분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처분했다는 허위보고를 제출하자, 2018년 4월 ZTE를 DPL
에 게재하였고, 2020년 6월에는 다시 ZTE를 안전보장상 이유로 EL에 등재하
였다.34)
2019년 5월 BIS는 화웨이(68개 자회사ㆍ관련 회사 포함)를 EL에 등재한다
고 발표하였다.35)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안전보장상 위협이라는 이
유로 화웨이와의 거래단절, 즉 미ㆍ중 디커플링 방침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 BIS는 화웨이가 이란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위반했다고 보았고, 이미 화웨이 및 관련사와 체결된 계약에 의거
하여 운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와 기기의 유지ㆍ지원 관련 거래 등 4가지 형태의

33) BIS는 미국의 수출업자와 외국의 재수출업자가 수출 시 허가취득과 관련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를 소홀히 하면 최대 25만 달러와 위법 거래액의 2배 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2019년 BIS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위반에 따른 벌금은 1,900만 달러이고, 36명이 구속되었다. Comply
Advantage(2021. 3. 16), “What is the U.S BIS Entity List and How Does it Apply Global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3).
34) Lightwave, “U.S. Commerce Department adds Fiberhome to Entity List,”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7. 25).
35) Federal Register(2019. 5. 21), “Addition of Entities to the Entity Li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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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해서는 90일간 임시일반허가(TGL: Temporary General License)
를 부여하였으나 2020년 8월에는 최종적으로 폐지하였다. 당시 화웨이에 대
한 수출규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타격을 예상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과의 거래중단은 화웨이의 5G 기지국과 서버의 프로세
서 제조는 물론, 화웨이 산하의 하이실리콘(HiSilicon)이 제조하는 스마트폰
생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나아가 화웨이의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은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Android)를 OS로 채용하고 있고,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 유튜브(YouTube), 구글
맵(GoogleMap) 등 구글의 서비스용 앱도 무료 인스톨하고 있고, 일부 기종에
는 돌비 랩(Dolby Laboratories)의 음향기술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도 탑재하고 있어, 구글과 돌비의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은 화웨이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단절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었다.36)
2020년 5월 BIS는 화웨이에 대한 ‘재수출(re-export)규제’와 미국 국내이전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2019년 5월 수출규제 이후 화웨이는 대만의 TSMC
등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였으나, 이번 조치는 화웨이(그 관련사)가 설계하고,
미국의 기술ㆍ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미국 외 지역(제3국)에서 제조한 ‘직접제
품(immediate product)’을 화웨이에 재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국내이전하는
경우 사전에 BIS의 허가를 요하는 조치이다. 이에 대항하여 중국정부는 애플
(Apple), 퀄컴(Qualcomm), 시스코시스템(Cisco Systems), 보잉(Boeing)을
중국 측의 EL에 등재하기도 하였다. 2020년 8월 BIS는 다시 화웨이에 대하여
미국산 기술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제한 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 「해외직접
생산규정(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개정하여 화웨이에 대한
‘직접제품’의 재수출을 규제한 것이다(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경과는 표
2-4, 미국 EAR의 재수출통제에 대해서는 글상자 2-1 참고).
36) 井上翔(2019. 5. 22), 「米商務省がHuaweiに事実上の禁輸措置スマホやタブレットへの影響は?」,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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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경과
날짜
2019년 5월 21일
2019년 5월 22일
2019년 8월 21일

주요 내용
- 화웨이 및 계열사 68개 사 EL 등재
- EAR 적용대상품목의 수출, 재수출, 이전 시 미국 상무부 허가신청 필요
- 90일간 임시일반허가(TGL) 부여
- 임시일반허가 2020년 8월 15일까지 연장
- 화웨이 관련 46개 사 EL 등재
- FDPR 개정: (허가대상) 화웨이 및 관련사 소재 국가의 수출

2020년 5월 19일

(통제품목) 특정 미국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화웨이
및 관련사가 설계 또는 제조한 외국산 직접제품
- 임시일반허가 폐지

2020년 8월 20일

- 화웨이 관련 28개 사 EL 등재(총 152개)
- FDPR 추가개정: 허가대상 거래범위 및 통제품목 확대

자료: 김희준(2021), p. 11.

글상자 2-1. 미국 EAR의 재수출통제
1. EAR 대상품목: 이중용도 품목은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 단 모든 규제대상품목이 수출허
가를 요하는 것은 아님. 대상제품, 수출국, 수출상대국(수입자), 수출용도에 따라 다름.
2. 재수출 규제대상품목: ① 미국 국외에 있는 모든 미국원산지 품목 ② 미국 원산지품목을 사용하고
있는 비미국산 품목. 이하 4개로 세분화. 첫째 CCL에 해당하는 미국원산품이 포함되어 있는 외
국제품, 둘째 CCL에 해당하는 미국원산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외국제품, 셋째 CCL에
해당하는 미국원산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외국제 소프트웨어, 넷째 CCL에 해당하는 미
국원산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외국기술. 단 최소레벨(de minimas level) 미만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③ 테러지원국 등 ‘특정 지역’을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직접제품’ 및 직접제품으로
분류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3. 최소허용기준(De minimas rule): 미국원산지 품목을 사용하고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비미국제
품목에서, 미국원산품목의 사용 비율이 일정한 값 이하이면 EAR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을 말함. 단 그 값은 수출대상국(수입자)의 ‘우려 정도’에 따라 다름. EAR에서 설정하는 수출대
상 지역 중 E:1(테러지원국. 이란, 북한, 시리아, 수단)의 경우는 10% 이하. E:1 이외의 지역은
25% 이하임. 단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에 대한 고성능 컴퓨터와 ECCN 5E002로 규정
되는 미국제기술을 사용한 암호기술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성분
비율과 관계없이 EAR 규제대상품목임.
4. 직접제품(immediate product): 미국원산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
만든 제품. 예를 들어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일본 국내에서 개발한 후 이란에 수출하기
위해 생산한 선풍기나, 주요 설비가 미국산인 일본 국내의 공장에서 이란에 수출하기 위해 생산
한 에어컨이 여기에 해당
자료: JETRO, 「米国原産品または米国原産品を含む製品を日本から再輸出する際のEARの規制および再輸出許可申請方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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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BIS는 2020년 12월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 제조업체 DJI의 감
시기술이 중국 내 인권침해에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EL에 추가하였고, 중국
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SMIC(관련사 10개 포함)에 대해서도 중국정부의 군
민융합(MCF) 전략, 즉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을 통해 외국기술을 포함한 신흥ㆍ중요(Emerging
and Critical) 기술을 취득 혹은 전용하는 전략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EL
에 등재하였다. BIS는 회로선폭 10nm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
요한 미국 품목의 SMIC에 대한 수출, 재수출, 국내이전을 원칙상 불허하였고,
그 이외 제품의 수출, 재수출, 국내이송은 사안별로 BIS가 판단한다는 방침이
다. 2021년 4월에는 SMIC와 마찬가지 이유로 슈퍼컴퓨터 관련 7개 중국기
업ㆍ연구소를 EL에 추가하였는데, 그중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Wuxi는 중국 슈퍼컴퓨터 神威太湖之光(Sunway TaihuLight)를 제조하는 연
구소로서, 2016년 세계 제일의 슈퍼컴퓨터로 선정된 바 있다.
미국 상무부의 EL 규제는 2018년 4월 중반 이전에는 금수국에 대한 부정수
출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수출금지조치가 주종을 이루었던 반면, 그 이후에는
미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거나 외교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군민융
합기업(Military-Civil Fusion Corp.)이나 국가프로젝트기업이 규제대상으
로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신장ㆍ위구르 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
유로 한 EL 규제는, 2020년 7월 대규모 위구르 민족 구류 및 강제노동, 생체인
증데이터 및 유전정보 강제수집ㆍ해석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7개 중국기업을
EL에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잇따르
고 있다. 2021년 1월 BIS는 신장ㆍ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면제품, 토마토
수입금지조치에 이어, 2021년 6월에는 태양광 배터리 실리콘 재료 생산업체
인 허성구이예(合盛硅业)와 면제품을 생산하는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産建
设兵団, XPCC) 등 5개 기업ㆍ단체, 그리고 7월 들어서도 신장ㆍ위구르 민족의
대량구속과 하이테크 감시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14개 중국기업을 EL에

40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추가하였다. [표 2-5]는 2016년 ZTE를 시작으로 한 미국의 대중 EL 규제 현
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5. 미국의 대중 엔터티 리스트 규제
날짜

내용

2016. 3. 8.

ZTE 및 3개 자회사(ZTE Kangxun, Beijing 8-Star, ZTE Parsian)를 EL에 추가

2018. 8. 1.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CASIC) 및 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rporation(CETC)의 44개 조직(8개 기업 및 36개 산하 연구
기관). CASIC 등 27개 조직: 미국산 물품을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CETC 등
17개 조직: 미국산 물품과 기술을 불법 조달하여 중국에서 군사적 이용

2018. 10. 30.

JHICC(Fujian Jinhua Integrated Circuit Company) 반도체. 최신 메모리칩 생산
설비에 미국산 기술 이용

2019. 5. 15.

화웨이 및 그 관련사 68개 기업. 이란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국제긴급경제권
한법(IEEPA) 위반 혐의

2019. 8. 19.

화웨이의 46개 관련사 추가. 단 엔터티 리스트에 기게재된 화웨이의 관련사에 대한
한정적 수출금지조치의 유예를 90일 연장
화웨이(그 관련사 포함)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2019년 5월 수출규제 이후 화웨이는

2020. 5. 15.

대만의 TSMC 등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였으나 수출규제범위를 재수출(제3국 → 중
국), 미국 국내이전으로까지 확대

2020. 7. 20.

중국 7개 기업. 신장ㆍ위구르자치구에서 대규모 위구르민족 구류 및 강제노동, 생
체인증데이터 및 유전정보 강제수집ㆍ해석

2020. 12. 18. DJI 등 77개 중국기업. DJI: 감시카메라. 인권침해에 악용
SMIC 및 그 관련사 10개 등 60개 중국기업. SMIC: 중국정부의 군민융합 전략,
2020. 12. 22.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 기타: 인권침해, 남중국해 군사거점화ㆍ위법적 영유권 주
장 가담, 미국기업비밀 탈취
2021. 1. 13.

신장ㆍ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면제품, 토마토 수입금지

2021. 4. 8.

슈퍼컴퓨터 관련 7개 중국기업ㆍ연구소.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
① Tianjin Phytium Information Technology ② Shanghai High-Performance
Integrated Circuit Design Center ③ Sunway Microelectronics ④ the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Jinan ⑤ the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Shenzhen ⑥ the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Wuxi ⑦ the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 Zhengzhou

2021. 6. 23.

신장ㆍ위구르 민족 강제노동을 이유로 호샤인실리콘인더스트리(合盛硅业)와 新疆生
産建设兵団(XPCC) 등 5개 기업ㆍ단체를 EL에 등재

2021. 7. 9.

신장ㆍ위구르 민족의 대량구속과 하이테크 감시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14개 중
국기업을 EL에 추가. 다른 5개 중국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
유로 EL에 추가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Entity Li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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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수출통제
2018년 8월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은, 기존 리스트 규제(CCL)는
이중용도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은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기술은 수출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미국 상무부 BIS가 신
흥기술(Emerging Technology)과 기반기술(Foundational Technology)의
수출, 재수출, 국내이전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
[그림 2-1]은 미국의 기술규제 현황을 도식화한 것인데, 먼저 제품화 정도가 낮
고 군사전용 가능성도 낮은 기초연구(Fundamental Research)는 규제대상이
아니고, 현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수출통제 레짐(regime)에 기초한 CCL
을 통해 제품화 정도가 높고 군사전용 가능성도 높은 기술만을 규제하고 있다.
ECRA에서 지목하고 있는 신흥기술은 제품화 정도는 낮지만 군사전용 가능
성이 높은 기술을, 기반기술은 제품화 정도는 높지만 군사전용 가능성은 낮은
기술을 의미하는데, 규제목적상 기반기술보다는 신흥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 상무부 BIS는 신흥기술과 기반기술을 ‘특정’하기 위해
업계ㆍ학계와 아직 협의 중이고, 신흥기술에 대해서만 바이오기술, 인공지능
(AI) 및 기계학습 기술, PNT(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 기술, 마
이크로프로세서 기술, 첨단컴퓨팅 기술, 데이터분석 기술, 양자 정보ㆍ센싱 기
술, 물류 기술, 적층제조 기술, 로봇 기술, BCI(Brain-Computer-Interface)
기술, 극초음속 기술, 첨단소재, 첨단감시 기술 등 14개 분야의 기술들을 예시
하고 있을 뿐이다.38) 특히 미국 상무부 BIS가 예시하고 있는 신흥기술에는 AI
관련 기술이 많은데, 최근 딥러닝 기술에 힘입어 급진전되고 있는 화상이나 음
성인식 기술이 군사기술에 응용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기술은
기존 군사기술과는 달리, 대학이나 스타트업이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데다 제
37) Federal Register(2018. 11. 19), “Review of Controls for Certain Emerging Technolog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7).
3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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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화 정도는 낮지만 군사전용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첨단 AI
기술 등은 학술논문이나 OSS 형태로 공개되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 행정부가
굳이 이들 신흥기술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최근 미국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
초연구단계의 기술절도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미국이 신흥기술
을 ‘특정’해서 중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에 나설 경우, 미국 내의 기초연구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리스트 규제에 신흥기술로 지목된 기술을 추가하거나, 최종적으로 군사목적으
로 이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제도인 최종사용 규제를 활용할 가능
성이 높다.39)

그림 2-1. 미국의 신흥ㆍ기반기술수출통제
미국이 검토 중인 규제 확대 영역
높음
국제수출관리레짐의 규제품목
군수전용 가능성

신흥기술
(Emerging Technology)

리스트 규제 등에 의해 규
제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술

기반기술
(Foundational
Technology)

기초연구
(Fundamental
Research)
낮음
기초연구
낮음

응용연구

연구개발
제품화 정도

제품화
높음

자료: 渡部俊也(2019), p. 117.

39) 渡部俊也(2019), p. 119.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 43

다. 투자정책
1)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40)
2018년 미국이 FIRRMA를 제정한 이유는 안전보장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심사하는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기능과 권한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는 데 있다. 첫째, 이전에
는 심사대상이 아니었던 ‘중요기술(critical technology)ㆍ인프라, 민감한 개
인정보(TID)가 관련된 비지배적 투자’와 ‘공항이나 항만, 군사시설에 인접한
부동산 거래’를 심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즉 이전에는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
인의 51% 이상의 지배적(controlling) 투자만이 심사대상이었으나, 투자안건
이 중요기술의 생산, 설계, 테스트, 개조 등과 관련되어 있거나 인프라 보유ㆍ
운용ㆍ제조ㆍ공급 등과 관련되어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면 비
지배적(non-controlling) 투자라 할지라도 심사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둘째,
중요기술을 취급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는 CFIUS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
화하였다. 셋째, 중요기술의 정의에 관해서는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의
해 규제되는 신흥ㆍ기반기술(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하되 27개의 업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였다. 넷째, 상기 27개 업
종의 중요기술을 취급하는 미국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사전에 CFIUS 심
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미국 대통령령에 의한 중국기업의 M&A 승인 거부
미국 행정부가 안전보장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 명령에 의해 중국인의 미국
40)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 2019)」의 일부로서 2018년 8월 성립되었고 2020년 2월에는 규정
(Regulations)도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수엽, 김영선(2020); 増田耕太郎(2021), p. 1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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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를 저지한 사례는 총 6건이다.41) 이 중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사례
에서는 3건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2017년 9월 중국 투자펀드
Canyon Bridge Partners의 미국 반도체 팹리스 Lattice Semiconductors
인수 거부이고, 두 번째 사례는 2020년 3월 중국의 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nology(北京中长石基信息技术)가 미국 StayNTouch를 인수한 계약을
파기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 사례는 이전과 달리 인수계약이 체결되고 18개월
이 경과한 후에 대통령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 StayNTouch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텔 예약상황이나 가격설정,
청소상황 등을 관리하는 ‘Rove Hotel Management Software’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보장 리스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이 높았다. 세
번째 사례는 2020년 8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되어 안전보장상 위협이라는 이유로 틱톡(TikTok) 운영회사 바이
트댄스(Bytedance, 北京字节跳动科技)에 미국 사업의 매각을 명령한 사례다.
단 그 이후 미국 오라클(Oracle)과 월마트(Walmart)가 공동 인수에 나섰으나
2020년 12월의 최종 매각기한을 넘긴 채,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매각
명령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41)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사례로는 3건이 있다. 첫 번째 사례는 1990년 2월 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Import and Export Corp.(中国宇宙航空技术輸出入公司)의 미국 항공기부품 제조업
체 MAMCO Manufacturing, Inc. 인수 거부이고, 두 번째 사례는 2012년 9월 중국 Ralls Corp.(미
국 델라웨어주 법인)이 미국 오리건주의 미해군시설 근처의 풍력발전 4개 기업 인수를 승인 거부한 것
이다. 단 2015년 11월 Sany Group(三一集団)의 三一重工(Ralls Corp.의 소유주)이 미국정부를 상
대로 불복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2016년 12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福建
芯片投资基金(FGC: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LP)의 독일 자회사 Grand Chip
Investment(GCI)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ixtron 자회사(Aixtron Inc.)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
다고 발표한 것이다. CFIUS는 미국의 자회사 Aixtron Inc.이 독일 Aixtron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LED 조명이나 레이저 등에 사용하는 화합물반도체의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고, Aixtron의 반도체기술이 군사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2016년 5월 중
국 GCI는 독일의 반도체 제조장치업체 Aixtron을 인수하였다. 化学業界の話題(2016. 12. 7), 「米政
府, 中国企業による独社の米子会社買収を禁止」,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4); 増田耕太郎
(2021), p. 103 참고.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 45

2) 정부조달 금지
미국 의회는 2018년 8월 제정된 「2019 국방수권법」에 중국기업의 정부조
달 규제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미국 국방부, 연방조달
청(GSA), 항공우주국(NASA)이 정부기관에 의한 화웨이 등 중국 하이테크 5개
기업으로부터 조달을 금지하는 잠정규칙을 발표하였다.42) 규제대상 중국기업
은 화웨이(통신장비, 스마트폰), ZTE(통신장비, 스마트폰), 하이크비전(감시카
메라), 다화테크놀로지(감시카메라), 하이테라(경찰 등 특정 용도의 무선통신
장비)이다. 「2019 국방수권법」 889조에 의거하여 본 법이 발효되는 2020년 8
월 13일 이후에는 상기 5개 중국기업의 제품ㆍ서비스를 주요 시스템 또는 중
요기술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과의 계약ㆍ거래도 금지된다. 미국정부와 거래관
계를 맺고 있는 일본기업은 자동차, 기계, 건설회사, 컨설팅 분야 등 800개가
넘는데, 2019년 회계연도의 경우 일본기업과의 거래액은 약 15억 달러, 건수
는 약 1만 1,000건43)에 달하고 있다.

3. 중국의 대응
가. 기본 전략
2018년 가시화된 미ㆍ중 무역전쟁 초기에 중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동등한 규모와 강도로 즉각 반격하는 한편, 정부 입장 발표문 등을 통해 미국과
협력적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였다.44) 미ㆍ중
42) National Defense Industrial Association(NDIA), “Section 88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2).
43) 「13日米, 政府調達規制の第2弾中国5社の取引先も排除」(2020. 8. 9).
44) 중국은 2018년 9월 ‘중ㆍ미 경제무역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 측의 입장백서’에서 중ㆍ미 간 ‘상호보
완성’이 큼을 강조하고, WTO 다자무역체제 속에서 협력하며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유화적 시그널’은 2019년 6월 두 번째 백서인 ‘중ㆍ미 경제무역협상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백서’에서도
드러난다. 은종학(2021), pp. 450~453.

46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마찰이 무역ㆍ기술ㆍ금융 등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치ㆍ안보 및 주권ㆍ영토 문
제 등 모든 영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의 입장 및 대응은 한층 강경해지고 있
다. 중국은 자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분야45)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
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무역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상이 열려
있으며, 미ㆍ중 마찰이 미ㆍ중 양국, 더 나아가 전 세계 산업ㆍ공급사슬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ㆍ중 협상ㆍ협의만이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
장을 유지하고 있다.46) 또 한편으로 중국은 미ㆍ중 마찰을 내부적 개혁ㆍ혁신
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중국은 아
직 투자제한 축소,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국영기업 개혁 등의 영역에서
과제가 산재해 있으며, 미ㆍ중 마찰을 계기로 국내 개혁을 추진하여 높은 수준
의 시장경제ㆍ개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47)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제재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반격을 취하기보다
전반적인 제도 정비 및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ㆍ산업 육
성을 통해 외국기업의 탈중국화 방지 및 기술의 탈미국화를 추진하고 있다.48)
즉 외국기업의 탈중국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ㆍ개방 확대의 원칙하에 관
세 인하, 중국 내 외자기업의 권익 강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
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대중 제재에서 자국 기업ㆍ산업을 보호하
기 위해 제도적인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미ㆍ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기조를 경제책략 관점에서 무역ㆍ
투자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2018년 4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일련의 보복관세 부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중국의

45) 핵심이익(核心利益): 2011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백서(中国和平发展白皮书)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6대
핵심이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통합, 국가통일, 국가정치제도 및 전반적인
사회 안정, 경제ㆍ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의 6가지이다. 国务院(2011. 9. 6), 「《中国
的和平发展》白皮书(全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
46) 양평섭, 최지원(2021), p. 35 재인용.
47) WTO/FTA咨询网(2020), 「中美贸易摩擦: 本质、影响、进展与展望」,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1).
48) 연원호 외(2020), p. 161.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 47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 강화조치이자 대중 제재에 대한 반(反)제재조치로 분석
되는 수출통제제도 정비와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도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나. 중국의 경제책략
1) 대미 보복관세
2018년 7월 미국정부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대중 추과관세를 발표하
자 중국은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동일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림 2-2]는 미국의 대중ㆍ대세계(중국을 제외한) 관세율과 중국의 대미ㆍ대
세계(미국을 제외한) 관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ㆍ중 양국은
2018~19년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상호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1차 관세조치
는 2018년 7월에 미국의 340억 달러 상당의 대중 수입품(818개 품목)에 대한
25% 추가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중국도 같은 규모의 대미 수입품(545개 품목)
에 대해 동일하게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조치이며, 2차 관세조치는 2018
년 8월 미국이 160억 달러의 대중 수입품(284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관
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응하여 중국 역시 동일한 규모의 대미 수입품(279개 품
목)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3차 관세조치는 2018년 9월 미
국이 2,000억 달러의 대중 수입품(5,745개 품목)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6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수입품(5,207개 품목)
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9년 5월에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
며, 6월에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6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5~10% 추
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관세율을 5~25%로 상향하겠다고 응수하였다. 미
국은 2,800억 달러 규모의 4차 관세조치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먼저
2019년 9월 그중 일부인 1,2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3,243개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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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9년 12월 15일부터 나머지
1,600억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관세를 부여할 것이라 예고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2019년 9월 총 7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1,717
개 품목)에 대해 2.5%, 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였다.
미ㆍ중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양국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에 임
하면서 잠시 보류되었다. 이후 2019년 12월 양국이 제1단계 미ㆍ중 경제무역
합의에 도달하고, 2020년 1월 15일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양
국의 보복관세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은 12월 부과 예정
이었던 1,6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를 철회하였으며, 1,200
억 달러 대상의 15% 관세도 7.5%로 축소하였다. 중국은 9월 발표한 750억 달
러 규모의 추가관세 중 일부분인 1,717개 품목에 대한 5~10% 관세를 2.5~5%
로 인하하고, 12월 15일 발동 예정이었던 3,36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철회하
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외 향후 2년 이내 대미 상품ㆍ서비스 수입을 2,000억
달러 이상 확대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

그림 2-2. 중국의 대미ㆍ대세계 관세율 추이

자료: PIIE(2021),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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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4일부로 발효된 1차 미ㆍ중 경제무역합의에 따라 미ㆍ중 양
국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1월
미ㆍ중 양국의 서로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미국이 19.3%, 중국이 20.7%로, 무
역전쟁 발발 직전에 비해 미국은 6배 이상, 중국은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제재 규모는 미국의 대중 관세는 대중 수입의 66.4%, 중국의 대미 관세는 대미
수입의 58.3%에 달한다.49) 한편 2020년 2월 17일 중국정부는 2020년 3월부
터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관세 부과 면제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50)

2) 수출통제법 제정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
원회는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을 통과시켰다(2020년 12월
1일 발효). 수출통제법 제정 이전 중국 수출통제제도는 대외무역법, 해관법 등
법률과 행정조례 등을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그 수준이 낮고 체계성이 미흡하
여 법이 분산되어 있고 하이테크 분야에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등의 문제
점이 제시되어 왔다.51)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수출통제법 입법화가 진행되었
으며 총 3차례의 심의 및 수정을 거쳐 2020년 10월 중국 최초로 수출통제 영
역의 포괄적인 입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52)
중국의 수출통제법은 주로 중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군사기술 및 기
타 제품의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중용도 품목, 군수품, 핵 및 기타 통제품
목(물품, 기술 및 서비스)이 중국에서 국경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국가가 통제

49) PIIE(2021),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50)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20),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开展对美加征关税商品市场化采购排除工
作的公告」,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0).
51) 杨雅文(2021), p. 29.
52) 위의 자료,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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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중국 국가수출통제국은 본 법률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통제품목 리스트를 작성, 적시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통제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미리 관련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사
용자(고객기업)와 최종용도에 관한 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15조). 정부 당국은 증명서를 기초로 ‘국가안보 및 이익’, ‘국제의무와 대
외약속’, ‘수출유형’, ‘통제품목의 민감도’, ‘수출대상 지역’, ‘수출유형’ 등을 고
려하여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한다(제13조). 수출통제법은 수출통제제도의 기
본법이자 수출통제 관련 중국의 최고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향후 관련 법 간
충돌 발생 시 상위법으로 작용하게 된다.53)
중국 수출통제법의 특징 중 하나는 본 법률 제정으로 중국의 수출통제의 범
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수출통제법은 일반적으로 ‘간주수출’, ‘국내이전’
및 ‘재수출’의 3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54) 재수출은
제45조에서, 간주수출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간주수출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 등은 외국인에 대한 기술이전만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기술뿐 아니라 화물 및 서비스 등(품목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 포함)의 이전
도 포함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통제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
다.55) 또한 통제품목에 ‘품목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
고 있는데(제2조), 이는 전국인민대표회의 2차 심의(2020년 6월)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며, 3차 심의(2020년 10월) 과정에서 이를 ‘소스코드, 알고리즘,
기술자료 등 데이터’로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여 ‘해외 중국기업의 합법적 권익
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56) 최종 법률안에서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추후 관련 주무관청이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을 기술데
53) 中伦(2020. 10. 22), 「《出口管制法》正式通过: 制度解读与合规应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최동준(2021), p. 32.
54) 中伦(2020. 10. 22), 「《出口管制法》正式通过: 制度解读与合规应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55) 최동준(2021), p. 34.
56) 中国人大网(2020. 10. 15), 「全国人大常委会委员分组审议时建议将源代码和算法一并列入管制物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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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57)
수출통제법은 ‘치외 적용 효과’를 규정하여 규제대상에 외국인 및 외국기업
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수출통제법 제44조는 “중국 국외에서 관련 수
출통제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며 국제의무 이
행을 방해하는 조직 및 개인은 처벌하고 법률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9조, 제18조 등에서 해외 수출입업자 및 최종사용자를 위한 통제목록
(管控名单)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에 수출통제법이 어느 정도 역외 관할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외에서는 수출통제법 48조의 ‘상호주의 원칙’을 통해
중국이 타국에 대한 보복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분석
하고 있다.58)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3) 중국판 엔터티 리스트
미국의 엔터티 리스트(EL)와 유사하게 중국도 거래제한 리스트를 구축ㆍ확
대하여 대중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수출통제법에서 규제하고 있
는 통제목록 제도, 2020년 9월 발표된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에 관한 규정
(不可靠实体清单规定, 이하 기업목록)’, 2021년 6월 발표된 ‘반(反)제재 목록’
및 외교부에서 공포하는 제재 리스트 등이 있다.
수출통제법은 제재조치로서 중국판 EL이라고 불리는 통제목록제도를 포함
하고 있다. 수출통제법 제18조는 수입업체 및 최종사용자가 ① 최종사용자 혹
은 최종용도 관리 요구 위반 ② 국가 안전 및 이익을 위협 ③ 관리물품을 테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수출통제 당국은 제재조치로서 업체ㆍ사용자를 통제목
록에 등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EL 제도와 유사하게 통제목록에 포함
된 수입업체ㆍ최종사용자는 통제품목의 거래ㆍ수출이 금지ㆍ제한될 수 있다.
57) 中伦(2020. 10. 22), 「《出口管制法》正式通过: 制度解读与合规应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58) 杨雅文(2021),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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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제도로는 2020년 9월 19일 상무부가 발표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
록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는 ①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에 대한 피해의 정도 ② 중국기업,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익
에 대한 손상 정도 ③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 및 무역 규칙 준수 여부 ④ 고
려해야 할 다른 요소를 기준으로 외국기업이 기업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
정한다. 기업목록에 포함된 외국 단체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활동, 중국에 대
한 투자, 관계인력ㆍ운송차량 등의 출입이 제한ㆍ금지되며, 관련 직원의 중국
내 취업ㆍ체류 또는 거주자격이 박탈되고, 그 외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중국기업, 조직 혹은 개인이 특별한
조건에서 기업목록에 포함된 외국법인과 거래를 수행해야 할 경우 사무소에 신
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즉 기업목록에 포함된
외국기업은 적어도 단기간의 대외무역 및 투자 등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59)
이 외에도 중국 반(反)외국제재법에 기반한 ‘제재 목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서는 이하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중국 외교부가 미국, 캐나다, 영국 및 EU의 핵심 인물 및 단체에
대해 공포하는 제재조치가 있다. 제재조치의 대상이 된 개인ㆍ단체 및 그 가족
은 중국 본토, 홍콩ㆍ마카오 등에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해당 개인 및
관련 기관과 연락 제한, 중국 내 재산 동결, 중국 국민 및 기관과 거래 금지 등
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60)

4)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대한 대응
수출통제법 제48조는 “국가 또는 지역이 수출통제조치를 남용하여 중화인
민공화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59) China Law Insight(2021. 4. 2), 「中国反制措施与最新立法动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6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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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61)는 ‘상호주
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화웨이 등 미국의 대중 제재에 반격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62)
2021년 1월 9일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하 차단조치)’63)는 중국이 외국에 대한 반(反)제재조치
를 확대한 것이다.64) 차단조치는 중국의 관할권 내에서 치외법적 효력이 있는
외국법의 부당한 치외적용을 금지하고, 관할권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영향력을
제거하는 법이다. 즉 외국법률 및 조치가 중국 혹은 제3국(지역) 국민, 법인 또
는 기타 조직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
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법률ㆍ조치의 실행을 금지하고, 외국법률 및 조치를
준수하는 관련 기관으로 인해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차
단조치 제6조는 ‘부당한’ 역외적용의 판단을 위한 4가지 평가 요소를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①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규범의 위배 여부 ②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 ③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
당한 권리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 ④ 고려해야 하는 기타 요소이다.65) 중국정부
가 평가 요소에 기반하여 특정한 해외 법률ㆍ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을 국내에 적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명령이 발동되며, 이를 준수하
지 않는 경우 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차단조치 제5조에서 중국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차별적인 법
률ㆍ조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61)
62)
63)
64)

人民日报(2020. 10. 17),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杨雅文(2021), p. 30.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环球律师事务所(2021. 3. 29), 「新格局下中国的涉外主权立法——反制裁、反干涉、反制长臂管辖」,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1. 9. 13).
65) 商务部(2021. 1 .19), 「商务部令2021年第1号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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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66)
‘차단조치’와 비슷한 맥락에서 2021년 6월 1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
국의 부당한 제재조치로부터 중국 국민 및 기업을 보호하는 「반(反)외국제재법
(이하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무부가 공포한 ‘기업목록’ 및 ‘차단조치’
의 경우 법률이 아닌 상무부 공포 규정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국 국내에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
재법이 통과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67) 제재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중국 국
민 또는 조직에 대한 차별적 제재조치68)의 제정ㆍ결정ㆍ실시 등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는 ‘반(反)제재조치 명단(反制清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목록에 포
함된 주체뿐 아니라 이와 관련이 있는 개인ㆍ조직 역시 국무원의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방식으로 특정 주체를 통제ㆍ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출통제법 및 기업목록과 유사하지만 이 둘은 특정 영역에만 조치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반제재조치 명단에 포함된 주체는 중국 입국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재산이 동결될 수 있으며, 모든 중국 내 활동이 금지된다는 점, 그리고
제재조치의 대상이 명단에 포함된 개인뿐 아니라 관련이 있는 개인ㆍ조직69)으
로 범위가 매우 넓게 확대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70)
한편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정비로 일본기업으로서는 미ㆍ중 간 ‘택일’의 문
제에 봉착했다. 1987년 미ㆍ소 냉전 당시 도시바기계가 소련 잠수함에 소음을
66) China Law Insight(2021. 1. 19),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解读」,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9. 14).
67) 「중국 <반외국제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2021. 6.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4).
68) 반외국제재법 제3조에서는 ‘차별적 제한조치’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로 규정하였다. ① 조치
의 대상은 중국 국민 및 단체 ② 중국의 내정을 억제, 억압, 간섭할 목적으로 중국의 개인 및 단체를 차
별하는 경우. 全国人民代表大会(2021),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69) 반외국제재법 제5조에 따르면 제재 목록에 있는 개인ㆍ조직 외에 다음의 주체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목록에 포함된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② 목록에 포함된 조직의 고위관리자 혹은 실무관리자
③ 목록에 포함된 개인이 고위경영진으로 선임된 조직 ④ 목록에 포함된 개인ㆍ조직이 실제 통제하거나
설립ㆍ운영에 참여한 조직. 全国人民代表大会(2021),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4).
70) 潘永建, 黄文捷, 沙莎(2021), 「《反外国制裁法》下企业合规要点」,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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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공작기계를 수출하여 COCOM 협정을 위반한 사건으로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사죄까지 한 경험71)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표 2-6.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정비
법ㆍ규정명

발표

수출통제법

2020.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10. 1.

성격

제재조치
- 수출통제목록에 근거하여 제재

법률

- 중국 수출업자가 통제목록에 포함된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와 거래ㆍ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에 근거하여 제재
- 목록에 포함된 주체를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에
관한 규정
(不可靠实体清单规定)

2020.

상무부령

9. 19. (부문규장)

∙ 대중 수출입 제한 및 금지
∙ 중국 역내 투자 제한 및 금지
∙ 관계인력ㆍ운송차량 등의 출입 제한ㆍ금지
∙ 관련자의 중국 내 취업ㆍ체류ㆍ거주자격 박탈
∙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 부과 등
- 외국의 차별적인 제한 법률ㆍ조치에 참여한 주체에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차단조치)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

대하여 제재
2021.

상무부령 - 차별적인 법률ㆍ조치를 발견한 중국 국민, 법인

1. 9.

(부문규장)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적 보고 의무화
- 부당하다고 판단된 외국법률ㆍ조치의 국내 적용을

域外适用办法)

금지
- 반제재명단에 근거하여 제재
- 명단에 포함된 주체뿐 아니라 관련 개인ㆍ조직
(개인의 가족ㆍ조직, 조직의 관리자 등 포함)을

반외국제재법

2021.

(反外国制裁法)

6. 10.

대상으로,
법률

∙ 비자 발급 거부,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추방
∙ 중국 내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압류ㆍ동결
∙ 중국 내 거래, 합작 등 활동 금지ㆍ제한
∙ 기타 필요한 조치

자료: 제2장 3절의 본문 내용을 정리.

71) 平井宏治(2021), p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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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수출통제
중국은 미국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고 자국 기
업 및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ㆍ제도 정비를 추진하였다. 특히
2019년 이후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첨단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입 및 투
자 관련 제재를 강화ㆍ확대함에 따라 중국도 기술 분야의 제도 정비로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첫 조치로 시행된 것이 2020년
8월 28일 중국 상무부ㆍ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중국 수출금지ㆍ제한 기술목록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기술목록)’ 조정이다.
기술목록은 2001년 처음 발표되어 2007, 2008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기술목록 조정은 12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개정이다. 2008년 목록에서
총 53개의 기술 항목이 수정되었는데, 9개(금지 4개, 제한 5개)의 수출금지ㆍ
제한 항목이 삭제되었고 21개 항목의 통제 요건 및 기술 한도가 수정되었으며,
23개가 수출제한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표 2-7 참고).
기술목록은 규제 항목으로 포함되는 항목의 ‘무역, 투자 또는 경제기술협력의
방식으로 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행위(특허권 양도, 특허 출원 권리 양도, 특
허 실시 허가, 기술비밀 양도, 기술서비스 및 기타 방식 등 포함)’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데, 기술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출
가능하여 계약 체결 이후 등록신고서 등을 작성하면 되지만, 수출이 제한된 기
술의 경우에는 계약 전후에 관련 부서에 신청서ㆍ허가증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
은 이후에만 수출이 가능하다.72)

72)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에 따르면 수출제한 기
술의 수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성(省)급 상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 상무부서ㆍ
과학기술부서와 심사하여 30일 영업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승인되는 경우 실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술수출에 대한 허가 또는
불가를 결정. 기술수출계약은 기술수출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 발생. 钛媒体(2020. 8. 30),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调整, 会对TikTok美国出售案造成什么影响?」,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9. 17); China Law Insight(2020), 「蓄力一纪,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再调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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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중국의 수출금지ㆍ제한 기술목록 조정
구분

개정 사항
수출금지

삭제

기술 항목(4)

내용
미생물 비료 기술, 카페인 생산 기술, 리보플라빈 생산 공법, 비타민 발효 기술

수출제한

뉴캐슬병 백신 기술, 천연약물 생산 기술, 기능성 고분자 소재의 제조 및 가공

기술 항목(5)

기술, 화학합성 및 반합성 약물 생산 기술, 정보 보안 방화벽 소프트웨어 기술
- (금지) 누에류 품종 번식ㆍ누에고치 채취 및 가공 활용 기술, 우주선 관측
제어 기술, 지도 제작 기술, 공간 데이터 전송 기술, 위성 응용 기술 등
- (제한) 농작물(목초 포함) 번식 기술, 수산물 번식 기술, 수의약 생산 기술,
화학 원료 생산 기술, 바이오 농약 생산 기술, 바이오 약물 생산 기술, 의

수정

제어요점 및

료기기 제작 및 가공 기술, 인공 결정 생장(生長) 및 가공 기술, 형사(刑事)

기술범위(21)

기술, 의료용 진단기 및 설비 제조 기술, 공간 측정기 및 설비 제조 기술,
지도 제작 기술, 공간 데이터 전송 기술, 위성 응용 기술, 정보처리 기술
(음성합성 기술, 인공지능 양방향 인터페이스 기술(음성인식, 양방향 해석
기술(交互理解技术) 등), 음성평가 기술, 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정보 푸
시 서비스 등), 진공 기술 등
농업용 야생식물의 인공번식 기술, 유전자공학 기술(유전자 및 운반체), 캐시
미어 산양 번식 기술, 캐시미어 산양 품종 배양 기술, 3D 프린팅 기술, 화물
적재기ㆍ불도저 등 공정기계 응용 기술, 공작기계산업 기초공통 기술, 대형
고속 풍동 설계ㆍ건설 기술, 대형 진동 플랫폼 설계ㆍ건설 기술, 석유장비 핵
심부품 설계ㆍ제조 기술, 대형 석유화학설비 기초공정 기술, 중장비 전략적

추가

수출제한

신제품 설비 기술(원전 설비ㆍ자재 기술 등), 해상 도초(島礁) 이용 및 안전

기술 항목(23) 장비 기술, 항공우주 베어링 기술, 드론 기술, 레이저 기술, 대형 전력설비 설
계 기술, 암호보안 기술(암호칩 설계ㆍ구현, 양자암호 등), 고성능 검측 기술,
정보 방어 기술(정보 분석ㆍ모니터링, 시스템ㆍ데이터 복구 등), 정보보호ㆍ대
응 기술(악성코드 제작ㆍ삽입, 사이버공격 추적), 기초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기술(운영체제 보안 강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안 강화 등), 우주 원격 탐
지 영상 획득 기술 등

주: ( ) 안은 항목 수.
자료: 박민숙, 김영선(2020), 「중국 「수출금지ㆍ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서 재인용 수정; China Law
Insight(2020. 9. 17), 「蓄力一纪,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再调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7)
참고.

이번 기술목록에는 특히 유전자공학, 3D 프린팅, 드론, 정보보안ㆍ암호 및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 한편 기술목
록은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제재조치에 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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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표되었는데,
기술목록에 새롭게 추가된 제한 항목 중 ‘인공지능 양방향 인터페이스 기술’
및 ‘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정보 푸시 서비스 기술’ 등 알고리즘 기반의 동
영상 앱인 틱톡과 관련된 여러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73)
한편 2020년 12월에는 2020년 10월에 발표한 수출통제법에 근거하여 ‘상
업용 암호화 수입허가 목록, 수출통제 목록 및 관련 관리조치에 관한 고시(암호
화 목록)’가 발표되었다(2021년 1월 1일 발효). 수출통제법에 따라 암호화 목
록에 포함된 항목의 수출 및 재수출, 간주수출 및 국내이전이 모두 통제된다.
‘기술목록’과 ‘암호화 목록’의 발표는 최근 중국정부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암
호보안 관련 기술(암호보안 기술, 양자암호화 기술 및 장비 등)의 수출통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8. 최근 중국의 기술통제제도 정비
법ㆍ규정명
수출금지ㆍ제한 기술목록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
术目录) 수정

발표
2020.
8. 28.

성격
상무부ㆍ
과학기술부
개정 공고

∙ 목록에 포함된 항목의 기술수출(무역, 투자, 기술
협력 및 기타 방법을 통한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 또는 금지
상업용 암호화 기술을 지정(수출통제법, 암호화법,

수출통제목록에
적용(상무부 고시 제63호)

2020.

(关于发布商用密码进口

12. 2.

和相关管理措施的公告)

∙ 수출금지ㆍ제한 기술목록에 근거하여 제재

∙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동법의 첫 적용 품목으로

상업용 암호화 기술을

许可清单、出口管制清单

제재조치

관세법 등에 근거하여 제재)
통제명단

∙ 보안칩, 암호화 장치, 암호화 VPN 설비, 양자
암호 설비, 암호 분석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등
암호화 관련 품목 14개에 수출입 라이선스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자료: China Law Insight(2020. 9. 17), 「蓄力一纪，《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再调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7); 贸易投资网(2020. 12. 5), 「商用密码进口许可清单、出口管制清单和相关管理措施发布」,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4).

73) DW(2020. 8. 30), 「中国商务部新规剑指TikTok交易?」,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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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투자 심사강화
중국은 2011년부터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 검토 시
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국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래를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74)
2019년 3월 15일,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고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 기존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을 발표했다(2020년 1월 1일 시행).
중국은 외상투자법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밀유지 등 외국
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 허
용 분야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정비를 시행하
였다. 이와 동시에 외국투자자ㆍ기업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산업을 지
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외
국인투자를 규제하였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도 도
입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주무부서에 제공하도록 규정하
는 ‘정보보고제도’와 국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 ‘안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75)

74) ‘국무원 판공청의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관련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2011. 2. 3)’
및 ‘상무부의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2011. 8. 25)’ 등. 주
중대한민국대사관(2021), p. 23; 君合律师事务所(2020. 12. 23), 「简评《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75) 君合律师事务所(2020. 12. 23), 「简评《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4);
박민숙, 이효진(2019),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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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정비
법ㆍ규정명

발표

성격

특징 및 내용
- 국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정
비 시행
∙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내국민 대우, 지재권 보호 및
비밀유지 등)
∙ 외국인투자 촉진(정부조달 참여, 행정 간편화 등)

외상투자법

2019.

(外商投资法)

3. 15.

- 외국인투자 관리 규제
법률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네거티
브리스트’를 통해 진입 관리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경영자로 참여할
시 반독점법에 따른 심사 의무화
- 외투자에게 투자정보를 주무부서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정
보보고 제도’ 및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투자를 대상
으로 진행하는 ‘안전심사제도’ 도입
- 외상투자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
제한 강화
- 다음 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사전신고 및 보안심사
의무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제도

2020.

상무부령

(外商投资安全 12. 19. (부문규장)
审查办法)

∙ (국방ㆍ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군수산업, 군수산업 지원시설
등 국방ㆍ안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군사시설 및 군
수산업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 (기타: 투자기업이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할 경우) 중요 농
산품, 에너지 및 자원, 장비제조, 기반시설(인프라), 운송서비
스, 문화제품 및 서비스, 정보기술 및 인터넷 제품ㆍ서비스,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 영역

자료: ‘외상투자법’ 관련 내용은 박민숙, 이효진(2019), pp. 4~5; 제2장 3절의 본문 내용을 정리.

외상투자법 제35조 ‘국가안전심사제도’는 외국투자를 심사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
해 심사를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거하여 발표된 것이 2020년
12월 19일 발표된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이하 외상투자조치)’이다(2021년
1월 18일 시행).76) 외상투자조치는 중국 경제발전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
76)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외상투자법 제35조 외에도 국가보안법 제59조, 행정규정인 외국인투자법 시행
에 관한 규정의 제40조 등에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北京国际经济贸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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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포한 부문규장(部门规章)으로,
중국 최초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일적인 제도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77)
외상투자조치의 핵심은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데 있
다.78) 외상투자조치는 외국인투자의 종류, 심사기관, 심사범위, 심사절차, 심
사결정, 심사결정의 감독 및 집행, 위반행위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상투자조치 제4조는 사전신고하여 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
인투자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ㆍ안보 관련 외국인투자와 기타 외국인
투자의 2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10]에 나타나
있다.

표 2-10. 중국의 ‘외상투자조치’에 따른 외국인투자 심사대상
투자 종류

특정 산업범위

기타 요구 사항

국방ㆍ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 군수산업, 군수산업 지원시설 등 국방ㆍ안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 군사시설 및 군수산업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없음.

기타 외국인투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 중요 농산품
∙ 중요 에너지 및 자원
∙ 중요 장비제조
∙ 중요 기반시설(인프라)
∙ 중요 운송서비스
∙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 제품ㆍ서비스
∙ 중요 금융서비스
∙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 영역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통제권* 보유

주: *다음의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했다고 해석. ① 외국인투자자가 기업 지분의 50% 이상 보유
②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50% 미만이지만 보유 의결권이 이사회, 주주회, 혹은 주주대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③ 그 외 외국인투자자가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 인사, 재정, 기술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료: 北京金诚同达律师事务所(2021. 1. 22),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评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学会(2021. 1. 8),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探微」,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77) 기존 법률은 외국인투자 심사에 대한 필요성만 규정하였는데, 이번 조치로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78) 中国政法大学法治政府研究院(2021. 9. 15), 「专题报告 | 郝倩: 中国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制度的确
立和最新发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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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조치 시행은 이전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 심사범위 및 적용대상 산
업이 확대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과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안전심사를 시행하였으나, 외상투
자조치 도입으로 적용대상이 신규투자, 증권거래 및 기타 투자활동 등을 포함
한 외국인투자 전반으로 확대되었다.79)
중국의 외상투자조치는 미국이 2020년 틱톡, 위챗(WeChat) 등 중국기업
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항한 조치로, 미국 하원이 2020년 12월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이 미국의 감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한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통과시킨 데 대한 대항조치이다. 한편 외상투자조치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외국
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제2조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내 직접ㆍ간접 투자행위80)를 모두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지출 혹은 기부
의 형태로 자금만 조달하는 경우 그 자체로 투자활동에 참가한다고 보기 어렵
지만, 이 경우도 투자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81)

79) 中国政法大学法治政府研究院(2021. 9. 15), 「专题报告 | 郝倩: 中国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制度的确立
和最新发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외상투자조치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는 ① 그린필드 투
자(회사 설립 등) ② 지분 또는 자산 인수합병 ③ 기타 방식을 통한 역내 투자의 3가지 형식을 포함.
80) 直接或者间接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进行的投资活动.
81) VOA(2021. 2. 9), 「中国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上路专家: 顾了面子却吓跑外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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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채택한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와 제조업 기
반의 가공무역 수출을 동력으로 장기간 고도성장을 이룩했는데, 특히 세계무역
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의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및 중국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해외 각지의 수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집중되었
으며,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 간 분업체계와 협력이 강
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2008~09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에 8%대로 하락했으며,
2010년 중반부터는 7~6%대로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감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그림 3-1. 세계 전체 무역량 중 중국의 비중 추이
(단위: %)

세계 수출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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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3-1]은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빠르게 증가하였음
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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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국을 제외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
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이 수출 주도의 성
장을 하면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1996년의 3.5%에서 2019년 13.7%까지 상승했다. 중국은 2004년에 일본,
2007년에 미국, 2009년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이 되었다. 또한 수
출 주도의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원재료, 에너지, 중간재 등의 수
입도 함께 증가하면서 세계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3.2%에서 2019년 11.1%로 증가하였다. 주요국의 수입 비중 현황을 보면 1위
국인 미국은 2000년을 기준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그 외 주요국도 하락추
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동반한 수출입 증가를 바탕으로 중국은 WTO 가입 후 불과
10여 년 만에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대국이 되었다.82)
[그림 3-2]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연간 수입액에서 주요 지
역ㆍ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
부 출범 이후 소위 미ㆍ중 디커플링 정책이 전개되었지만, 일본의 대중 수입의
존도는 그것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특징이다. 중국은
WTO 가입 직후인 2002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의 제1 수입상대
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고,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08년의 글로
벌 금융위기,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을 거치면서 다소의 부침은 있었으나 근 20년에 걸쳐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이은 제2의 수입상대국(지역)은 ASEAN이고, EU와 미국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82) 2013~15년 및 2017~2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등극하였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 • 67

그림 3-2. 일본의 주요 지역ㆍ국별 수입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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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
가. 대중 수입집중도: 차이나 리스크
일본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 이후 일본기업의 서플라이체인 단절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생산거점의 집중도 상승 문제를 거론하였다. 일본의 국별ㆍ품목별
수입구조를 미국, 독일, 한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정 국가(중국)에 수입이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함), HS61~63(의류), HS94(가구) 등의 품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83) 특정 국가의 수입집중도는 소위 허
핀달ㆍ허시먼 지수84)로 계산할 수 있으며, 통상 수입상대국집중도 지수로 칭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간단히 수입집중도라 한다.
83) 経済産業省(2020), pp. 157~183.


84)    

   , =총수입액,  =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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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수입집중도를 한국, 중국, 미
국, 독일과 비교한 것이다. 2020년 일본의 수입집중도는 비교대상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2016년을 정점으로 하
락하다가 2018년부터 상승기조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제1 수입상대국인 중국
의 비중이 2018년 23.2%에서 2020년 25.5%로 상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아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2018년 이후 수입집중도가 상승하고 있음은
생산거점의 분산화보다는 집중화 현상이 대세임을 시사한다.

그림 3-3. 일본의 수입집중도 추이
(단위: 수입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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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입상대국집중도 지수의 최솟값은 0이고, 최댓값은 10,000임.
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일본의 HS 2단위 97개 산업ㆍ품목별 수입집중도(허핀달ㆍ허시먼 지수)를
보면 상위 10대 품목은 HS66(우산, 양산, 지팡이, 채찍 등), HS46(짚, 에스파
르토, 기타 농세공물), HS95(장난감ㆍ게임기ㆍ운동용구), HS63(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HS12(오일 종자,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 사료), HS65(모자 및
부분품), HS67(조제 우모, 조화, 인모제품), HS61(의류: 니트류), HS91(악기
및 부속품), HS50(실크) 등으로 기술집약적 산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표 3-1
참고). 국제분업에 의해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면, HS84(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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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함), HS87(자동차, 부품 포함), HS90(광학ㆍ사
진ㆍ측정ㆍ검사ㆍ의료기기) 같은 품목에서의 수입집중도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들 산업ㆍ품목에서 일본기업이 특정 국가로부터 집중적으로 수
입한다면 수입집중도가 높게 나타날 것인데, [표 3-2]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HS 2단위 97개 품목 중 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
함)의 2017년 수입집중도 순위는 33위, HS84(기계류) 37위, HS90(광학ㆍ사
진ㆍ측정ㆍ검사ㆍ의료기기) 69위, HS87(자동차, 부품 포함) 71위 등으로 비교
적 중상ㆍ하위권에 속한다.
표 3-1. 일본의 수입집중도 추이(1): HS 2단위 기준
(단위: 수입집중도)

순위

HS

2107

2018

2019

2020

1

HS66(우산, 양산, 지팡이, 채찍 등)

7,792

7,424

6,924

6,117

2

HS46(짚, 에스파르토, 기타 농세공물)

6,770

6,680

6,504

6,416

3

HS95(장난감ㆍ게임기ㆍ운동용구)

5,987

6,108

5,730

5,804

4

HS63(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5,860

5,642

5,343

6,928

5

HS12(오일 종자,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 사료)

5,241

2,287

2,289

2,332

6

HS65(모자 및 부분품)

4,900

4,826

4,604

4,459

7

HS67(조제 우모, 조화, 인모제품)

4,721

5,054

4,919

4,664

8

HS61(의류: 니트류)

4,634

4,111

3,806

3,743

9

HS91(악기 및 부속품)

4,619

4,784

5,009

5,016

10

HS50(실크)

4,494

4,124

4,204

3,642

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표 3-2. 일본의 수입집중도 추이(2): HS 2단위 기준
(단위: 수입집중도)

HS

2107

2018

2019

2020

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함)

2,626

2,602

2,526

2,583

HS84(기계류)

2,339

2,221

2,397

2,703

HS90(광학ㆍ사진ㆍ측정ㆍ검사ㆍ의료기기)

1,379

1,345

1,328

1,233

HS87(자동차, 부품 포함)

1,378

1,388

1,290

1,052

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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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은 2017년 기준 일본의 대중 수입 규모가 큰 HS 2단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의 수입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 10대 품목은 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함), HS84(기계류), HS61(의류: 니트류), HS62(의류: 비니트류),
HS95(장난감ㆍ게임기ㆍ운동용구), HS39(플라스틱제품), HS94(가구ㆍ침구
류ㆍ조명기구), HS90(광학ㆍ사진ㆍ측정ㆍ검사ㆍ의료기기), HS87(철도ㆍ궤도
용 이외의 차량), HS73(철강제품)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중에서도 HS85(전기
기기, 전자부품 포함)와 HS84(기계류)는 대중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주요 대중 수입품목이라 할 수 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수입집중도
가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상위 10대 품목
에서도 HS61ㆍ62(의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18년을 기점으로 수입집중도
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표 3-3. 일본의 수입집중도 추이: HS 2단위 기준 상위 10대 품목
(단위: 수입집중도)

대중수입액

수입집중도

(100만 달러, 2017년)2)

순위(2017년)

85

46,815.5(28.5)

84

28,543.0(17.3)

61

HS1)

2107

2018

2019

2020

33/96

2,626

2,602

2,526

2,583

37/96

2,339

2,221

2,397

2,703

8,524.8(5.2)

8/96

4,634

4,111

3,806

3,743

62

8,217.1(5.0)

16/96

3,899

3,601

3,310

3,172

95

5,084.2(3.1)

3/96

5,987

6,108

5,730

5,804

39

4,995.0(3.0)

62/96

1,569

1,413

1,434

1,589

94

4,691.1(2.9)

18/96

3,766

3,769

3,803

4,049

90

4,671.1(2.8)

69/96

1,379

1,345

1,328

1,233

87

4,263.2(2.6)

71/96

1,378

1,388

1,290

1,052

73

3,604.5(2.2)

23/96

3,175

3,208

3,269

3,449

주: 1) 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함), HS84(기계류), HS61(의류: 니트류), HS62(의류: 비니트류), HS95(장난감ㆍ게임기ㆍ
운동용구), HS39(플라스틱제품), HS94(가구ㆍ침구류ㆍ조명기구), HS90(광학ㆍ사진ㆍ측정ㆍ검사ㆍ의료기기),
HS87(철도ㆍ궤도용 이외의 차량), HS73(철강제품).
2) ( ) 안 수치는 2017년 일본의 전체 대중 수입액에서 해당 품목의 대중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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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목별 대중 수입의존도 변화
지금까지는 HS 2단위 품목을 대상으로 일본의 대중 수입집중도가 2018년
을 기점으로 상승ㆍ회복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일본정부가
암묵적으로 지적하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HS 2단위와
6단위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단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품목별 수입집중도는 대중 수입의존도(=품목별 대중 수입액/품목별 전체 수입
액×100)와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이하의 ‘차이나 리스크’
논의는 편의상 대중 수입의존도라는 지표에 근거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표 3-4. 일본의 수입집중도와 대중 수입의존도 추이: HS 2단위
(단위: 수입집중도)

대중수입액

수입집중도 순위

대중 수입의존도 순위

(100만 달러, 2017년)2)

(2017년)

(2017년)

85

46,815.5(28.5)

33/97

22/97

84

28,543.0(17.3)

37/97

27/97

61

8,524.8(5.2)

8/97

7/97

62

8,217.1(5.0)

16/97

10/97

95

5,084.2(3.1)

3/97

3/97

39

4,995.0(3.0)

62/97

37/97

94

4,691.1(2.9)

18/97

11/97

90

4,671.1(2.8)

69/97

59/97

87

4,263.2(2.6)

71/97

56/97

73

3,604.5(2.2)

23/97

17/97

HS1)

주: 1) 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함), HS84(기계류), HS61(의류: 니트류), HS62(의류: 비니트류), HS95(장난감ㆍ게임
기ㆍ운동용구), HS39(플라스틱제품), HS94(가구ㆍ침구류ㆍ조명기구), HS90(광학ㆍ사진ㆍ측정ㆍ검사ㆍ의료기기),
HS87(철도ㆍ궤도용 이외의 차량), HS73(철강제품).
2) ( ) 안 수치는 2017년 일본의 전체 대중 수입액에서 해당 품목의 대중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고,
수입집중도 순위는 HS 2단위 97개 품목 기준임.
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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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2017년 기준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위 10대 품목의 2017년
이후 4년간 대중 수입의존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 10대 품목은 HS66
(우산, 양산, 지팡이, 채찍 등, 88.0%), HS46(짚, 에스파르토, 기타 농세공물,
81.8%), HS95(장난감ㆍ게임기ㆍ운동용구, 77.0%), HS63(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 75.7%), HS65(모자 및 부분품, 68.9%), HS67(조제 우모, 조화, 인모제
품, 67.1%), HS61(의류: 니트류, 66.6%), HS57(양탄자ㆍ기타 섬유제 바닥깔
개, 64.1%), HS50(실크, 62.8%), HS62(의류: 비니트류, 60.6%)이다. HS94
(가구ㆍ침구류ㆍ조명기구, 60.0%), HS73(철강제품, 53.8%), 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함, 47.9%), HS84(기계류, 43.8%)도 중국 수입의존도가 40%를
넘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ㆍ중 디커
플링 정책과 2020년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2017년 기준 일본의
10대 대중 수입품목 중 대중 수입의존도가 현저하게 하락한 품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8년을 기점으로 대중 수입의존도가 하락한 품목은 HS61(의류: 니
트류)과 HS62(의류: 비니트류)로 두 품목은 각각 8.3%포인트, 7.7%포인트 하
락하였다.

그림 3-4.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 추이: HS 2단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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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계속
구분

2017

2018

2019

2020

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함)

47.9

47.7

46.8

47.2

HS84(기계류)

43.8

42.2

45.2

48.9

HS61(의류: 니트류)

66.6

61.9

59.0

58.3

HS62(의류: 비니트류)

60.6

57.7

54.7

52.9

HS95(장난감ㆍ게임기ㆍ운동용구)

77.0

77.7

75.1

75.6

HS39(플라스틱제품)

33.2

29.9

30.4

33.6

HS94(가구ㆍ침구류ㆍ조명기구)

60.0

60.0

60.1

62.1

HS90(광학ㆍ사진ㆍ측정ㆍ검사ㆍ의료기기)

18.3

17.7

17.6

18.2

HS87(자동차, 부품 포함)

19.0

18.2

18.1

18.5

HS73(철강제품)

53.8

54.1

54.7

56.6

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표 3-5]는 분석범위를 HS 6단위 6,54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각 품목별 대
중 수입의존도(=품목별 대중 수입액/전체 수입액×100)를 계산한 다음, 대중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그룹, 60% 이
상~80% 미만인 그룹, 40% 이상~60% 미만인 그룹, 20% 이상~40% 미만인
그룹, 20% 미만인 그룹으로 나누어 2014년 이후 각 그룹별 품목 수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HS 6단위 기준 6,548개 품목 중 2017년 일본의 대중 수입 상
위 10대 품목은 [표 3-6]과 같고, 이들 상위 10대 품목 역시 2018년을 기점으
로 대중 수입의존도에 거의 변화가 없다.

표 3-5.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별 품목 수 변화 추이: HS 6단위 기준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80% 이상

13.0

12.5

11.4

11.7

11.4

10.9

11.5

60% 이상~80% 미만

14.1

14.5

14.3

13.9

14.6

13.7

14.2

40% 이상~60% 미만

15.7

16.2

16.8

16.4

16.4

17.0

16.8

20% 이상~40% 미만

19.9

19.1

19.3

20.3

19.9

20.6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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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 미만

37.3

37.8

38.1

37.7

37.7

37.8

36.4

총품목 수

4,060

4,042

4,033

4,001

4,031

4,040

4,022

주: 각 연도별 총품목 수는 HS 6단위 6,548개 품목 가운데 대중 수입실적이 전무한 품목을 제외한 수치.
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표 3-6. 일본의 주요 대중 수입품목의 대중의존도 추이: HS 6단위 기준 상위 10대 품목
(단위: %)

순위

HS

2017

2018

2019

2020

1

스마트폰(851712)

86.0

86.3

85.8

85.8

2

노트북PC(847130)

99.1

99.1

99.0

99.0

3

무선통신장치(851762)

59.7

59.0

56.9

56.9

4

기타 디지털처리장치(847150)

67.6

65.1

62.2

62.2

5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ㆍ발광다이오드(854140)

56.7

58.2

60.5

60.5

6

기타 게임ㆍ운동용구(950490)

97.8

97.3

96.5

96.5

7

유ㆍ무선전화 부분품(851770)

66.0

60.7

58.2

58.2

8

인조섬유의 의류(611030)

75.7

71.9

68.9

68.9

9

기타(999999)

16.0

24.0

11.7

11.7

10

PC부품ㆍ부속품(847330)

66.2

67.7

70.2

70.2

자료: WITS(검색일: 2020. 7. 1)를 바탕으로 작성.

다. 미ㆍ중 무역마찰의 중국 내 일본기업에 대한 영향
본 연구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3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은 2019년 12월까지 4차례
에 걸쳐 추가관세,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전개하였다. 이하에서는
미ㆍ중 무역마찰이 중국 주재 일본기업의 대미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
는가를 살펴본다.
[표 3-7]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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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011년도(2011년 4월~2012년 3월)부터 2019년도(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중국에 진출한 일본 제조업 법인에 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
다.85) 먼저 중국에 진출한 일본 제조업 법인 중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응한 기
업 수는 2015년도의 3,930개를 정점으로 2019년도에는 3,744개로 다소 감
소추세에 있고, 이들 제조업 법인의 매출액 역시 2015년도 약 30조 4,000억
엔에서 2019년도에는 26조 9,000억 엔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중국 내 일본 제조업 법인 수와 매출액 추이
(단위: 개수, 조 엔)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법인 수

3,002

3,879

3,879

3,811

3,930

3,745

3,656

3,799

3,744

매출액

19.1

19.2

25.0

29.3

30.4

27.4

31.5

30.5

26.9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미ㆍ중 무역마찰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중국 현지 일본계 제조업 기업의
대미 조달 비중과 수출 비중의 추이를 통해, 미ㆍ중 마찰의 영향을 평가해보
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 기업의 현지화
(localization) 비율은 2011년도에 이미 65%를 넘어섰고, 그 이후 2015년도
74.3%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2019년도에도 7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율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2011년도
90.7%, 2015년도 90.3%, 2019년도 93.0%로 거의 대부분의 중간재 조달을
중국 현지와 일본 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현지 일본계 제조업 기
업의 대북미(對北美) 조달 비율은 2011년도 0.4%, 2015년도 0.7%, 2019년도
0.4%로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표 3-8 참고).

85)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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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국 내 일본계 제조업 법인의 지역별 조달구조 변화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본

25.4

24.4

21.5

19.6

16.0

18.5

19.2

20.2

22.2

현지

65.3

65.6

69.5

66.7

74.3

72.6

72.3

71.8

70.8

북미

0.4

0.6

1.3

0.2

0.7

0.6

0.6

0.4

0.4

아시아

8.1

7.9

7.0

12.6

7.5

6.0

6.1

6.0

5.3

주: 아시아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임.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 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현지 판매 비율
과 대일 수출 비율은 2011년도에 각각 67.7%, 20.2.%, 합계 87.9%를 기록하
였고 그 이후에는 2015년도에 각각 58.0%, 15.6%, 합계 73.6%, 2019년도에
는 각각 56.3%, 15.1%, 합계 71.4%로 전반적으로 저하 경향을 보였으나, 그
공백을 기타 아시아지역이 메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현지 일본계 제
조업 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기타 아시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도
에는 8.2%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도에 20%를 초과하였고, 2019년도에도
25.8%를 기록하였다. 일본계 다국적기업들이 중국과 ASEAN을 연결한 글로
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결과 중국 현지 일본계 제
조업 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대북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5%,
2015년 1.4%, 2019년 0.7%로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3-9. 중국 내 일본계 제조업 법인의 지역별 매출구조 변화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일 수출

20.2

22.9

19.8

18.8

15.6

16.7

16.1

16.2

15.1

현지 판매

67.7

62.5

55.1

57.7

58.0

55.1

57.0

62.1

56.3

북미 수출

1.5

3.4

9.5

1.3

1.4

1.1

0.8

0.9

0.7

아시아 수출

8.2

9.2

11.5

20.4

23.2

24.4

24.3

25.6

25.8

주: 아시아는 중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임.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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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 기업의 업종은 주로 운송기계, 정보통신기기,
전기기계 3개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제조업 16개 업종86) 중 2013년도 매출
기준87)으로 보았을 때 운송기계(37.2%), 정보통신기기(15.6%), 전기기계
(8.9%)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7%에 달하고, 나머지 13개 업종 중 5%이
상의 비중을 보이는 업종은 없다(표 3-10 참고).

표 3-10. 중국진출 일본계 법인의 업종 분포: 3대 제조업의 매출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운송기계

38.6

35.1

37.2

37.6

43.0

N/A

N/A

46.9

48.3

정보통신기기

15.6

15.6

15.6

14.9

13.5

13.2

13.0

16.4

12.5

전기기계

9.1

9.1

8.9

7.7

6.7

6.1

6.7

6.4

6.0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3-5]에서 [그림 3-7]은 대중 직접투자 상위 3대 제조업의 지역별 매출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자동차 등의 운송기계 업종은 부동의 제1위
대중 직접투자 업종으로서 중국진출 일본계 기업의 전체 매출 중 40% 후반대
를 유지하면서, 2013년도를 기점으로 중국 현지 판매와 ASEAN을 중심으로 한
기타 대(對)아시아지역 수출을 양대축으로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도
의 경우 운송기계 업종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중국 현지 판매와 기타 아시아 수
출 비중은 각각 52.5%, 39.9%(합계 92.4%)였고, 2019년도에도 그 비중은 각
각 48.0%, 45.4%(합계 93.4%)로 나타나 미ㆍ중 무역마찰의 영향권에서는 다
소 벗어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운송기계 업종의 대북미 수출 비중
은 2015년 1.2%, 2019년 0.5%로 거의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86) 식료품, 섬유, 목재ㆍ펄프, 화학, 석유ㆍ석탄, 요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범용기계, 생산용기계,
업무용기계, 전기기계, 정보통신기기, 운송기계, 기타 제조업 등 16개 업종이다.
87) 경제산업성의 ‘해외사업기본조사’ 데이터는 일부 연도의 일부 업종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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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국진출 일본계 법인의 지역별 매출구조 변화: 운송기계
(단위: %)
100.0
86.4

90.0

76.5

80.0
70.0
60.0

50.8

53.2

52.5

50.2

50.0
40.0

37.7

39.9

7.0
1.5

4.5
1.2

48.0
45.4

43.5

30.0
8.0

10.0
0.0
-10.0

23.3

11.7

20.0

12.2
6.7

7.0
1.9
1.7
2011

3.8
2012

2013

대일 수출

2014

2015

현지 판매

3.5
0.6
2016

2017

북미 수출

2018

3.6
0.5
2019

아시아 수출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를 바탕으로 작성.

제2위의 대중 직접투자 업종인 IT 제품 등의 정보통신기기 업종은 전체 제조
업 업종의 매출 중 1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정보통신기기 업종 내의 중국
현지 판매 비율이 2016년도 29.9%에서 2019년도에는 39.2%로 급증하고 있
음이 특징이다. 일본 본국으로의 역수출인 대일본 수출은 현지 판매를 대체하
는 양상으로 2016년도 53.6%에서 2019년도에는 47.1%로 하락하였다. 자동
차 등의 운송기계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기 업종의 대북미 수출 비중은
2015년도 1.4%에서 2019년도 0.7%로 하락하고 있으나 미ㆍ중 마찰의 영향
을 평가하기에는 비중 절대치가 너무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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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중국진출 일본계 법인의 지역별 매출구조 변화: 정보통신기기
(단위: %)
60.0
50.0

47.0

51.0

49.7

53.6

51.6

36.5

40.0
29.7
30.0
20.0

0.0

30.2

27.9

1.2
2012

대일 수출

10.9

1.4
2015

0.9
2014

1.3
2016

현지 판매

11.7

11.5

7.0

16.6
1.2
2013

47.1
39.2

36.9

35.0

14.0

16.0

19.1
1.0
2011

48.3

29.9

29.7

20.2

10.0

50.7

44.8

북미 수출

1.1
2018

1.0
2017

0.7
2019

아시아 수출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를 바탕으로 작성.

마지막으로 제3위의 대중 직접투자 업종인 전기기계 업종은 중국 현지 판
매와 일본으로의 역수입 비중 합계가 2015년도 79.6%(현지 판매 50.7%, 일본
역수입 28.9%), 2019년도 86.6%(현지 판매 58.7%, 일본 역수입 27.9%)로 정
보통신기기 업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전기기계 업종 역시 대
북미 수출 비중이 2015년도 2.7%에서 2019년도 2.1%로 하락하고 있으나 유
의미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 중국진출 일본계 법인의 지역별 매출구조 변화: 전기기계
(단위: %)
70.0
60.0
50.0
40.0

47.7

31.8

50.4

28.8

30.0
20.0

15.9

53.7

55.1

27.1

25.1
14.9

16.6

54.2

50.7

28.9

14.5

27.8

14.1

58.5

56.8

58.7

26.3

27.7

27.9

12.6

0.0

1.2
2011

1.3
2012

1.8

1.7
2013

대일 수출

2014
현지 판매

2.7
2015

2.6
2016
북미 수출

9.9

9.6

10.0

2.2

2.0
2017

2018

아시아 수출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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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1
2019

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
가. 일본의 ASEAN 공급망 구축
일본기업들은 2010년대 초반 중국에 있던 생산거점을 ASEAN으로 대폭 이
전하면서 현재와 유사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그 동기는 2010년 전후
로 일본기업들이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중ㆍ일 관계 악화 등을 들 수 있다.88)
2000년대 중국 선전 등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진전되고 노동정책
등이 도입되면서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89)
또한 2010년 초반 중ㆍ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
는 등 투자환경이 악화되자 다수의 일본계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ASEAN으로
옮기게 되었다.
한편 2012년 일본정부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내 일부 섬을
국유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중국 내 반일 시위 등으로 인해
일본계 기업들의 대중국 현지 투자가 감소하고 ASEAN 투자가 증가하게 되
었다. 즉 2011~13년경 일본기업들의 중국에서 ASEAN으로의 생산거점 이동
은 주로 인건비 상승ㆍ통상 분쟁 등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중ㆍ일 외교 갈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며, 일본기업들은 이 시기에 ASEAN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를 대부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림 3-8, 그림 3-9
참고).

88) 三浦有史(2019), pp. 16~18.
89) 일례로 광둥성에서는 노동보장청이 2005년 ‘광둥성 급여지불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동 조례에서는
① 임금 체불 시 체불 급여의 최대 100% 배상 ② 법정휴가 때 추가근무를 할 경우 정상근무 급여의 4배를
지불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광둥성 인건비 부담 는다」(200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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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일본의 대중국 FDI 추이

그림 3-9. 일본의 대ASEAN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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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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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15,000

8,000

10,000
6,000
4,000

5,000
0

2,000

△ 5,000

0

△ 10,000

주: flow, net 기준(stock 및 업종 장기 추이는 미공개).
자료: JETRO, 「日本の国ㆍ地域別対外直接投資(国際収
支ベース、ネット、フロー)」(검색일: 2021. 7. 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주: flow, net 기준(stock 및 업종 장기 추이는 미공개).
자료: JETRO, 「日本の国ㆍ地域別対外直接投資(国際収
支ベース、ネット、フロー)」(검색일: 2021. 7. 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0]은 세계 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매출액 비중의 추이를 나
타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까지는 미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들의 현지 매출액 비중이 약 30~40%로 높았으나, 2000년대 들어 중국과
ASEAN4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현지 매출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미국
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ASEAN4의 경우 현지
법인 매출액 비중이 2000년 13.7%에서 2018년 19.9%로 증가하였으며,
ASEAN 10개국 전체로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2007년 20.6%에서 2018년
에는 24.9%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ASEAN10 진출 법인의 현지 매출 비
중이 미국ㆍ중국 소재 법인의 현지 매출을 추월하는 등 일본기업들의 해외 공
급망에서 ASEAN 지역이 갖는 중요성이 최근 더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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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일본기업(제조업)의 미국ㆍ중국ㆍASEAN 역내 매출액 비중 추이(2000~18년)
(단위: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중국

ASEAN4

ASEAN10

주: ASEAN4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4개국이며, ASEAN10은 아세안 10개국 전체임.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일본기업들은 ASEAN 역내에서 생산을 늘려온 것에 더해 생산거점을
ASEAN 내에서도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고 있다. [표 3-11]에서는 ASEAN 4개
국 소재 법인 수와 ASEAN 전체 지역 내 법인 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ASEAN4가 아닌 역내 ASEAN 국가들로의 진출이 2010년대 이후 계속 확대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90)
ASEAN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의 현지 조달률을 살펴보면, ASEAN4 역내
조달 비율이 42%(2000년) → 65%(2018년)로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일
본ㆍ중국 등 ASEAN4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로의 조달 비율은 16.5% →
1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 참고). 이는 ASEAN4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의 본국(일본)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진출
대상국을 ASEAN10으로 확대한 결과 2018년 기준 역내 조달률은 61.2%로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3-12 참고). 이러한 상황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90) 경제산업성의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에서는 ASEAN4와는 달리 2007년 이전 ASEAN10 관련 자료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2000년부터의 장기 추이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 조사는 데이터가
2018년까지밖에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도 2018년까지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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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의 ASEAN 국가들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생산
체제 등이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부품 조달 등의 측면에서 본국 의존
도가 ASEAN4 국가들에 비해 다소 높은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1. 일본기업(제조업)의 ASEAN 역내 법인 수 및 매출액 추이(2009~18년)
(단위: 조 엔, 개)

ASEAN4(a)

연도

ASEAN4 외 ASEAN

ASEAN10(b)

국가(b-a)

법인 수

매출액

법인 수

매출액

법인 수

매출액

2009

1,783

14.5

2,303

17.3

475

2.8

2012

1,828

20.9

2,887

26.0

638

5.1

2015

2,249

25.1

3,338

31.0

760

5.9

2018

2,578

27.6

3,666

34.6

896

6.9

주: ASEAN4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4개국이며, ASEAN10은 아세안 10개국 전체임.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그림 3-11. 일본기업의 ASEAN4 역내
조달률 추이

그림 3-12. 일본기업의 ASEAN10 역내
조달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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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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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3).

[표 3-12]와 [표 3-13]은 일본의 대(對)베트남, 대(對)태국 해외직접투자
(FDI)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기계, 전기기계, 운송기계, 화학 등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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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받는 업종들에서 일본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전기기계, 운송기계(자동차 포함) 분야에서 직접투자가 미ㆍ
중 통상마찰 시기인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태국의 경우 일반기계,
화학 분야에서의 투자가 2018~19년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현지 법인 수 추이를 보면, 베트남에서는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 법인 수가
2017~19년 기간 동안 각각 40%, 13%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관련 법인
의 수도 약 10% 증가하였다(그림 3-13 참고). 특히 베트남 지역의 법인 수는
2015~17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미ㆍ중 통상마찰 발생 직후인
2018년에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태국의 경우 일반
기계, 운송기계 등의 분야에서 신규 법인 수가 증가하였는데, 2018년 운송기
계 관련 법인 수가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그림 3-14 참고).

표 3-12. 일본의 대베트남 FDI 추이

표 3-13. 일본의 대태국 FDI 추이

(단위: 억 엔)

구분

(단위: 억 엔)

2017

2018

2019

2020

일반기계

1,317

1,543

1,733

1,783

전기기계

1,375

1,446

1,653

1,742

운송기계

1,878

1,917

2,086

2,132

운송기계

화학

1,249

1,066

1,382

1,513

화학

3,940

4,159

4,798

4,652

섬유

205

261

319

371

섬유

918

935

1,140

1,229

제조업
전체

11,462 11,744 13,202 13,636

주: 1) 전기기계는 정보통신기기까지 포함.
2) 잔액 기준.
자료: 財務省, 「直接投資残高(地域別ㆍ業種別)」,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0).

구분

2017

2018

2019

2020

일반기계

3,733

4,333

4,726

4,248

전기기계

8,888

9,338

9,655

9,352

제조업
전체

13,616 13,569 14,166 13,584

45,019 46,774 50,789 49,125

주: 1) 전기기계는 정보통신기기까지 포함.
2) 잔액 기준.
자료: 財務省, 「直接投資残高(地域別ㆍ業種別)」,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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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베트남 현지 법인 수 추이(제조업)

그림 3-14. 태국 현지 법인 수 추이(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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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0).

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0).

나. 일본기업의 ASEAN으로의 생산거점 이전
[표 3-14]는 중국 주재 일본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미ㆍ중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을 정리한 것이다. 주된 대응 동향을 보면, 주로 부품(중
간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미 수출을 위한 중국 현지 생산 체제를 베트남
등 ASEAN, 일본 및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수출대상국을 미국 → 태국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
국 소재 자동차 기업의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이 감소(중국 소재 일본계 자
동차부품 기업들의 대미 수출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
들이 대미 수출용 생산 체제를 중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 일부 ASEAN 국가들
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86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표 3-14. 중국 주재 일본계 자동차ㆍ부품 관련 기업의 대응
기업명

주요 생산품

니혼덴산(일본전산, 日本電産)

차량용 모니터, 에어컨부품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

자동차 스테레오

요코오(ヨコオ)

자동차용 안테나

혼다금속기술(本田金属技術)

엔진부품

대응(생산이전 등)
대미 수출을 위한 중국 생산량의
일부를 멕시코로 이전
대미 수출을 태국, 멕시코 수출로
전환
중국에서의 생산을 베트남에서의
생산으로 이전
고객의 양해를 얻은 뒤 제3국에서
공급받는 방안 검토
피해액은 연간 약 수십 억 엔에

스미토모전기공업(住友電気工業)

자동차용 전선부품

이르는 것으로 추산, 동남아시아
로의 생산 전환을 검토

오오츠카화학(大塚化学)

브레이크 마찰재

코이토제작소(小糸製作所)

램프 전자기판 등

알프스알파인(アルプスアルパイン)

차량용 탑재기기, 가전부품

카사이공업(河西工業)

자동차부품용 금형

클라리온(クラリオン)

자동차 내비게이션, 오디오

증가된 비용을 판매 가격에 전가
하는 방침 시사
일본, 동남아시아로의 생산이전을
검토
조달 및 생산거점 재검토
일본을 경유하는 등 관세를 회피
하는 방법을 검토
일본으로 생산거점 이전

주: 2020년 3월 기준.
자료: 矢野経済研究所(2020. 3),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전자기기 관련 일부 기업(정보통신기기 포함)들은 주로 대미 수출용 부품을
베트남, 태국 등 ASEAN 일부 국가나 일본 본국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대응
하고 있다. 반도체 제품, 손목시계, 복합기, PC 등 대미 수출용 최종재를 생산
하는 일부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의 생산을 베트남, 태국, 일본에서의 생산으로
일부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고). 이는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SEAN 등 미ㆍ중 통상마
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생산 체제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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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중국 주재 일본계 전자기기(정보통신기기 포함) 관련 기업의 대응
기업명
다이킨공업(ダイキン工業)

주요 생산품
가정용 에어컨부품
컴플렉서

미츠바(ミツバ)

모니터부품

미츠비시전기(三菱電機)

반도체 제품, 산업용 기기

시티즌시계(シチズン時計)

손목시계

리코(リコー)

복합기
노트북

샤프(シャープ)
복합기
쿄세라(京セラ)

복합기, 복사기

세이코앱슨(セイコーエプソン)

복합기

대응(생산이전 등)
중국산 부품을 자체 생산 제품으로
전환을 검토
태국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
2020년 3월까지 일부 제품의 생산을
미국, 베트남으로 이전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전
생산 체제의 재검토를 시사
대미 수출용 생산을 중국에서 태국
으로 전면 이전
대미 수출용 생산의 일부를 태국 공장
으로 대체
2020년 여름 이후 대미 수출용 생
산은 태국 공장으로 이전
베트남으로의 생산거점 이전을 검토
대미 수출용 프로젝터의 생산량 중
60%를 중국에서 생산했으나, 생산
이전 및 가격 인상 등을 검토

카시오계산기(カシオ計算機)

손목시계

닌텐도(任天堂)

게임기

소니(ソニー)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4)

대미 수출용 생산을 태국 및 일본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일부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이전 검토

주: 2020년 3월 기준.
자료: 矢野経済研究所(2020. 3),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米中関係: 米制裁第４弾ㆍ対中関税、日本に打撃ㆍ
生産移転、供給網に影響」(2019. 9. 3); 「日本企業、中国から生産移管」(2019. 9. 2).

일반기계 분야에서는 주로 대미 수출용 최종재를 생산하는 일부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이전하거나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참고). 중
국에서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던 기업들 중 일부는 생산 체제를 베트남, 태국
또는 일본 등 ASEAN이나 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이 역시 ASEAN 및 일본 등 비교적 미ㆍ중 관세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
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섬유 및 제지 관련 기업의 일부도 대미 수출용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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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산을 베트남 등 ASEAN 국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미ㆍ중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중국 주재 일본계 일반기계, 섬유, 식품 관련 기업의 대응
기업명

주요 생산품

도시바기계(東芝機械)

사출 성형기

미츠비시전기(三菱電機)

공작기계

SMC

공기 기압기

마키타(マキタ)

전기 공구용 모터, 충전기

고베제강소(神戸製鋼所)

건설기기 관련 제품

마루베니(丸紅)

골판지 원지(原紙)

퍼스트리테이링(유니클로)

의류

대응(생산이전 등)
2018년 10월부터 생산거점을 상하이와
태국으로 이전
일본에서의 생산으로 전환
일부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
일부 제품은 동유럽에 생산이전 완료
일본 등 관세 부과 영향이 적은 지역에서
출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
베트남 공장의 건설 개시
대미 수출용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
트남 등에서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주: 2020년 3월 기준.
자료: 矢野経済研究所(2020. 3),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日本企業、脱中国シフトㆍ生産拠点ㆍ東南アジ
アへㆍ米制裁関税ㆍ競争力損なう」(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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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
일반적으로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개념은 中村直貴(2020)가 지적한 바와 같
이 안전보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
동적이며, 여기에 경제라는 광의의 개념이 겹치면서 정확한 정의가 매우 어렵
다.91) 그럼에도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 경제안전보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패하거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국내공급망에 차질이 발
생하여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미국정부가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병행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가 자국의 전략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어 국방의 자주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1986년
미ㆍ일 반도체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경제안전보장 개념은 국력과 자국이
처한 안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상기 사례처럼 1980년대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면, 경제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
수하더라도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난 산업정책이나 통상정책을 총동원하여 자
국 경제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패권경제(power economics)를 추구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92)93)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개념을 ‘국가나 국민경제가 위협받는
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경제정책 혹은 경제를 힘의 원천으로 삼은
시장경제 룰을 벗어난 행위’94)95)와 같이 정의하고, 中村直貴(2020)가 제시한
91) 中村直貴(2020), p. 124.
92) 船橋洋一(1978), p. 297, 재인용: 中村直貴(2020), p. 124.
93) 미국의 경우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일환으로 취급
하고 있는데 정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소 다르다. 예를 들어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보장전략은 경제활성화,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경제관계, 연구개발ㆍ기술ㆍ발명ㆍ혁신
주도, 에너지 우월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The White House(2017) 참고.
94) 野林健 외(2007), p. 103, 재인용: 中村直貴(2020), p. 125.
95) 2020년 12월 일본정부에 ‘경제안전보장 전략’ 수립을 요구한 자민당의 경우, 경제안전보장을 ‘국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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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유형을 약간 수정하여 첫째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 둘째 전략
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셋째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96)

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
가. 배경
일본에서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는 1980년대 초반,
즉 제2차 오일쇼크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大
平正芳) 내각은 ‘경제적 안전보장책’으로서 첫째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둘째 경
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 셋째 기간산업에서의 비축ㆍ자급능
력ㆍ생산성ㆍ수출경쟁력 유지와 같은 자구노력 3가지를 지적하였다. 1982년
에는 당시 통상산업성이 경제안전보장을 ‘일본경제를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으로 정의한 다
음, 주요 정책으로서 첫째 세계경제시스템 기능의 유지ㆍ강화, 둘째 중요 물자
의 안정적 공급확보, 셋째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제시하였
다.97) 그러나 앞 절에서 도출한 경제안전보장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나머지 경제책략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이후의 미ㆍ일 통상마찰에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는지도 의문이며, 게다가 1980년대 초반 이후 2000년대 초반 혹은 트럼

경제 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국익이란 첫째 국가의 주권ㆍ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둘째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실현하는 것, 셋째 자유, 민주주의, 기본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나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ㆍ옹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自由民主党(2020), p. 3.
96) 野林健 외(2007), pp. 105~106, 재인용: 中村直貴(2020), pp. 126~130.
97) 中村直貴(2020),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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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심도
있게 논의한 흔적조차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98) 그간 왜 일본에서는 경제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편입하면서 소위 요시다 독트린(Yoshida Doctrine)
으로 상징되는 미ㆍ일동맹 체제하에서 일본은 경제성장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의식이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차원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는 대답이 가능하다.
일본에서 최근 국가차원에서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그룹은 자민당이다. 자민당은 2013년 당시 아베 2차 내각이 수립한 국가안
전보장전략99)에서도 국가가 국익을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대한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제력은 국력의
근간이면서 국가 간 관계의 기반인데, 국제관계가 안정적인 국면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희박하지만 일본을 둘러싼 국제질서가 변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경제력
의 우위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한다. 자민당은 일본을 둘러싼 국
제질서의 변화를 중국의 부상에 따른 패권균형(power balance)의 균열, 경제
적 수단을 자국의 이익 추구에 ‘무기’로 활용하려는 경제책략 경향 강화, 국가
의 생존기반이 자원에서 첨단기술ㆍ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한 점, 미ㆍ중 갈등의
격화에 따른 디커플링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국우선주의의 확산과 국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요약하고,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경제적 측
면에서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유ㆍ민주주의ㆍ기
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나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시켜 나
갈 것인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00)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자민당은 자국의 경제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전략적 요소로서 자율성과 불가결성
98) 中村直貴(2020), p. 125.
99) 内閣官房(2013) 참고.
100) 自由民主党(2020),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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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를 제시한 다음, 이 2가지 요소에 대한 실태파악에 기초하여 경제안전보
장 전략ㆍ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법ㆍ제도)을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정부가 경제안전보장 전략을 제시하
고서야 비로소 민간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미국, 호주, 인도, 유럽국가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
지국’과의 적절한 국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01)

나. 추진체계 강화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령탑은 2013년 12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리관저’ 주도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하에 기존의 안전보장회의
를 폐지하고 설치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102)이다. ‘일본판 NSC’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4장관 회합, 9장관 회합,103) 긴급사태 장관회합 등 3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인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
국(NSS)104)은 2014년 1월 신설되었고, 당초 정보반, 전략기획반, 정책1반, 정
책2반, 정책3반, 총괄ㆍ조정반으로 구성되었으나 2020년 4월 경제반을 신설
하였다(그림 4-1 참고).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ㆍ중 마
찰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총리관저 주도의 ‘경제중시외교’에 입각하
여 경제안전보장 사령탑으로서 NSS 내에 경제반을 설치한 것이다.

101) 自由民主党(2020), pp. 8~11.
102) 国家安全保障会議.
103) 4장관 회합: 총리, 외무성 장관, 방위성 장관, 관방장관으로 구성. 9장관 회합: 상기 4장관, 재무성 장
관, 국토교통성 장관, 경제산업성 장관, 총무성 장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국가공안위
원회는 경찰청 등 경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104) 国家安全保障局(NSS)은 약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장(2인)은 외무성 혹은 방위성 출신이 맡는
것이 관행이고, 내각 심의관(4인)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 출신이 맡는 것이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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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추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장관 회합

9장관 회합

긴급사태 장관회합

지원
내각관방 내 기타 기관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
협조

정
보
반

내각관방 부장관보: 사태대처ㆍ위기관리 담당

차장(2인)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

내각 심의관(4인)

내각 정보조사실

정
책
1

전
략
기
획
반

∼

경
제
반

국장

3
반

총
괄
·
조
정
반

자료∙정보∙인사

유관 정부부처(방위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

자료: 兼原信克(2020), p. 64; 「対中掲げず、経済安保を推進ㆍNSS経済班1年」(2021. 4. 1) 참고.

NSS 내 경제반 소관의 경제안보정책은 대부분이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일본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명시한 경제안전보장 전략
수립에는 소극적이지만, 집권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105)가 2020년
12월의 정기국회에서 정부에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 제정을 제언했는데,
그 제언 책정과정에 NSS 경제반이 관여했고 골격 역시 일본정부가 추진 중이
거나 계획 중인 시책과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 1월 정기국회에서는 자
민당이 추진 중인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이 NSS 경제반과의 협조하에 제정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06) 그럼에도 NSS 경제반은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다수의 유관 정부부처 간 이해대립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인데,
105) 新国際秩序創造戦略本部. 2020년 6월 발족했으며, 본부장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男) 정조회장, 좌
장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 사무국장은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의원이다.
106)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이름을 바꿔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상정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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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료시스템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외환법 개정 당
시 외자의 직접투자 사전규제를 둘러싸고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간 대립으로 규
제범위가 축소된 바 있다.107)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의 강화에 맞춰 각 정부부처의 2022년도 정
원을 100명 이상씩 증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하였다. 재무성과 경제산업
성은 각각 외환법 개정에 따른 외자규제 심사업무, 간주수출(Deemed Export)
제도 도입 등 수출통제 강화, AI 등 첨단기술이나 IT, 원자력, 통신 등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에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기술유출 감시 협력체제 구축에, 총무성은
해저케이블이나 5G에 관한 공급망 분석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
막으로 금융청은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방지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보보장실
(가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108)
한편 2021년 10월 총리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男) 전 자민당 정조
회장은 내각 출범과 함께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 담당장관’109) 직(職)을 신
설하고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사무국
장을 신임 장관에 임명하였다. 다만 신임 경제안전보장 담당장관이 [그림 4-1]
에 명시된 기존의 국가안전보장 추진체계에서 NSS 내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
업성 간 ‘알력’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
리도 존재한다.

107) 「対中掲げず、経済安保を推進ㆍNSS経済班1年」(2021. 4. 1). NSS 경제반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안전보장 관련 시책은 첫째 중요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 등 ‘우려국’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밀특허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는 군사전용 가능한 ‘이중용도’의 첨단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특허는 일정 기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첨단기술
을 취급하는 민간인에 대해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제도의 도
입도 검토 중이다.
108) 「経済安保省庁100人超増員」(2021. 9. 12).
109) 経済安保担当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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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
가. 경제책략
1) 수출통제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책략은 ‘안전보장관리무역’라는 틀 내에서 시행 중인
수출통제이다. 원래 수출통제체제는 미ㆍ소 냉전시대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
의 기술이나 제품이 공산권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코콤(COCOM)110)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는데, 핵무기 개발 확산, 2001년 9.11 테러 등을 거치면서,
핵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관리하는 핵공급그룹(NSG),111) 생물ㆍ화학무기
관련 기술을 관리하는 호주그룹(AG),112) 미사일 관련 기술을 관리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113)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을 관리하는 바
세나르 협정(WA)114)으로 확충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제수출통제체제는 국제
법이나 상설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가입국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국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수출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경제책략 수단이 되고 있다.115)
일본은 1987년 도시바기계(東芝機械)의 코콤 위반사건116)을 계기로 수출통
110) 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대(對)공산권 수출통제
111)
112)
113)
114)
115)
116)

위원회의, 일본은 1952년 가입.
NSG: Nuclear Suppliers Group, 1974년 창립.
AG: Australia Group, 1985년 창립.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987년 창립.
WA: Wassenaar Arrangement, 1996년 조인.
鈴木一人(2021), p. 14.
당시 도시바기계의 공작기계는 ‘9축 제어’로 불리는 것으로서 9곳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였다. 문제는 이토츄상사(伊藤忠商事)가 와코교역(和光交易)이라는 가공의 회사를 설
립하여 도시바기계의 공작기계를 ‘2축’이라는 허위의 수출신고서를 당시 통상산업성에 제출하여 소
련에 수출한 것이다. 공작기계 본체는 직접 소련에 수출한 반면 ‘9축 제어’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는
노르웨이 경유로 수출하였으며, 소련은 도시바의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잠수
함의 스크류 장치를 완성하였다. 미국 첩보기관이 도시바기계의 이와 같은 코콤 위반사건을 적발하자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는 통상산업성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 국방장관에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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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기본법으로서 외환법,117) 시행령으로서 수출통
제령과 외국환령,118) 그리고 시행규칙으로서 수출무역관리령119)을 통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주요 수출통제제도는 외환법이 규정하고 있는 리스트 규제
와 캐치올 규제이다. 리스트 규제는 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① 무기
그 자체 ② 무기 또는 그 일부가 될 수 있는 고성능의 범용품ㆍ기술 ③ 무기 개
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고성능의 범용품ㆍ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림 4-2]
에서 수출령 <별표 제1>, 외환령 <별표>의 품목120) 중 화물 등 시행규칙에 규
정된 사양에 해당하는 품목을 리스트 규제 품목이라 한다.121) 이들 리스트 규
제 품목은 미국 상무부 BIS의 CCL처럼, 상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리스트를 근거로 하고 있다. 리스트 규제는 수출대상국이 선진국
이더라도 경제산업성 장관의 ‘개별허가’를 요한다.122) 단 화이트국가인 A그룹
의 26개국(2019년 8월 한국 제외)에 대한 수출은 3년 유효의 ‘일반 포괄허가’
가 가능하다. 캐치올 규제는 상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리스트 작성이 기술혁신
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리스트 규제대상 이외
의 품목 중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목재, 식
사과하도록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도시바기계의 소련 수출을 주도한 이토츄상사의 상담역 세지마 류

117)
118)
119)
120)
121)

조(瀬島龍三, 전 일본육군 군인)가 시베리아 억류 후 일본에 귀국하여 소련의 스파이로서 활동한 사실
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平井宏治(2021), pp. 59~61 참고.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輸出管理令、外国為替令.
輸出貿易管理令.
화물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2020년 1월 기준 리스트 규제 품목 일람표는 経済産業省(2020), 「安全保障貿易管理について」, p.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4) 참고.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가한 3개

품목(불소화합물제품, 불화 폴리이미드 등, 레지스트)은 상기 리스트 규제 품목 일람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2) 일본의 리스트 규제 운용 시 수출허가는 개별허가와 포괄허가 두 가지로 대별된다. 개별허가는 일본
수출업자에게 수출계약 시마다 ‘건별’로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포괄허가
는 일종의 ‘특례조치’로서 일반 포괄허가, 특별일반 포괄허가, 특정 포괄허가, 특별반품 등 포괄허가,
특정자회사 포괄허가 등 5종류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일반 포괄허가와 특별일반 포괄허가는 수입
처가 각각 화이트국가와 비화이트국가인 경우에 해당하며 둘 다 유효기간은 3년(단, 3년 연장가능)이
다. 일반적으로 수출품목의 민감도가 낮은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정 포괄허가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갖는 동일한 수입처에 대한 수출에 대해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단, 3년 연장가능)이다. 김규
판 외(2019), pp. 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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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품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수출업자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도
록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수출품목이 수입업자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
용되고 있는지 최종용도를 확인하거나, 수입업자를 포함한 최종수요자가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123)

그림 4-2.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화물의 수출

기술의 제공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외환법)
제48조 제1항

<별표 제1>에 규제
대상 화물을 기재

제25조 제1항, 제3항

수출관리령

외국환령

(수출령)

(외환령)

<별표 제1>
1항 무기관련
2항 원자력관련
3항 화학무기관련

<별표>
1항 무기관련
2항 원자력관련
3항 화학무기관련
3의2항 생물무기 관련

3의2항 생물무기 관련
4항 미사일관련
5항~15항 통상무기관련

4항 미사일관련
5항~15항 통상무기관련

16항 캐치올규제

규제대상화물의
스펙을 기재

<별표>에 규제대상
기술을 기재

16항 캐치올규제

화물 등 시행규칙

규제대상기술의
스펙을 기재

주: 화물 등 시행규칙: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 및 외국환령 별표의 규정에 기초하여 화물 또는 기술을 정하는 시행규칙.
자료: 経済産業省(2020), 「安全保障貿易管理と大学ㆍ研究機関における機微技術管理について」, p.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2).

일본이 취한 경제책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7월 외환법 수출무
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리스트 규제대
상인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품목에 대한 수
출허가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이다. 일본의 대
한(對韓) 수출규제 강화는 일본이 한국 측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번복
123) 経済産業省(2020), 「安全保障貿易管理と大学ㆍ研究機関における機微技術管理について」, pp. 28~3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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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는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경제책략이라는 점을 일본 측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글상자 4-1 참고).

글상자 4-1.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 경제책략
- 2019년 7월 일본은 수출통제제도 변경을 통해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
오린 폴리이미드 3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
∙ 당초 일본정부는 한국 측 수출통제체제의 불비, ‘부적절한 사안’의 존재 등을 이유로 제시. 경제
책략과 같은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음. 즉 일본은 한국이 국제수출통제체제가 규정하는
규칙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제시
- 그러나 한국은 일본 측이 2016년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다고 판단. 특히 당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장
관은 ‘신뢰관계의 결여’가 수출규제 강화 이유라고 발언
- 한국은 일본 측의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 2019년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인원을
50% 증원하고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 2020년 3월에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의 캐
치올 규제 강화조치를 취함.
-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특정 포괄허가로 완화했을 뿐
한국 측이 요구한 화이트국가 복원, 불화수소ㆍ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포괄허가로의 복귀는 거부
-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 측의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일
본정부가 경제책략으로서 수출규제 강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단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취소라는 일본 측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책략으로서의 수출규제는 효과성이 의심됨.
자료: 鈴木一人(2021), pp. 25~28 참고하여 작성.

2) 기술수출통제
현재 일본에서 민감기술의 유출방지책과 관련하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비밀취급인가(SC: Security
Clearance) 제도 도입이다. 일본이 외국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124)처럼 누설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
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SC 제도는 정부가 대학의 연구자나 기업의 기술자
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 참여나 외국과의 기밀정보 공유를 희망하는 경우 신
124)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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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받아, 정부가 심사를 거쳐 신용도를 평가하고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한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다만 SC 대상이 되는 연구 분야의 범
위나 기밀누설 시 벌칙의 유무를 둘러싸고 정부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125)
두 번째 쟁점은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특허출원을 비공개하고, 기업이나
발명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출원을 금지하는 비밀특허제도 도
입 여부다.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만이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적
으로 방위성과 특허청 간 협력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누가 안보상 중요한 기
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국
내에서만 연간 약 25만 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개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특허심사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공개 대상 특허출원
인에 대한 보상 문제도 남아 있다. 보상금액을 놓고 업계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
는 것이다.126)
세 번째 쟁점이었던 간주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는 2021년 6월 경제산업성이
외환법 운용에 관한 경제산업성 장관 통달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간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천인
계획에 일본인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일본의 민감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일본대학
이나 기업이 기술을 제공(이전)하는 경우, 상대가 일본인이거나 일본 국내에 고
용되고 있는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 기술
에 대한 수출로 ‘간주’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미
국 상무부가 EAR에 의거하여 실시 중인 간주수출에 대한 통제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다만 일본정부는 미국처럼 첩보능력이 없어 일본대학이나 기업
에게 자신의 교직원이나 종업원이 외국의 영향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125) 「日本がファイブㆍアイズの一員に簡単にはなれない理由」(2020. 9. 9).
126) 「秘密特許制度、防衛省の協力不可欠」(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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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127)
네 번째 쟁점은 미국 ECRA가 규정하고 있는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일단 일본에서는 구체적인 규제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리스
트 규제에 신흥기술로 지목된 기술을 추가하거나, 최종적으로 군사목적으로 이
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제도인 최종이용규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
다는 시각이 우세한데, 미국 원산지의 신흥기술을 도입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
하는 일본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민감기술의 재수출규제와 동등한 수준에서 ‘관
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의 민감기술 관리와 관련 정보ㆍ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8)

3) 외자규제
2019년 11월 일본정부는 2018년 미국이 FIRRMA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의 사전심사제도, 즉 투자스크린제도를 강화한 점에 주목하고, 외환법 개정을
통해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외환법 개정은 첫째 외국인투
자자가 ‘코어업종’에 속한 일본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사전신고기준
을 ‘10% 이상’에서 ‘1% 이상’으로 강화한 점, 둘째 외국인이 임원에 취임하거
나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양도ㆍ폐지하는 경우에도 행위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정부의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전심사대상
업종인 지정업종과 코어업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11월의 외
환법 개정 이전에는 일본표준산업분류(JSIC)상 1,465개 업종 중 155개 업종
을 사전심사를 요하는 ‘지정업종’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지정업종이 너무 광
범위하여 심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나머지 외환법 개정에서는 이들 ‘지
정업종’을 [표 4-1]과 같이 ‘코어업종’과 ‘코어업종 이외’로 세분화하였다. 이
127) 「技術流出抜け穴ふさぐ」(2021. 6. 10).
128) 渡部俊也(2019),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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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업종분류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장기업은 ① 지정업종 이외(사후보고업
종)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 ② 지정업종 중 코어업종 이외의 사업만을 영위
하는 회사 ③ 지정업종 중 코어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 3종류
로 분류된다. 2020년 5월 일본 재무성은 코어업종의 518개 상장기업 리스트
를 공개하였다.129)
일본 재무성은 위와 같이 지정업종을 코어업종과 코어업종 이외로 분류한
다음, 외국인투자자의 취득 시 사전신고 면제제도를 포괄면제와 일반면제 2가
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포괄면제는 외국금융기관이 대상인데, 코어업종여
부와 상관없이 사전신고 의무가 없고 취득지분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후보고
로 충분하다. 일반면제는 일반투자자 인증을 받은 국부펀드나 공적연금기금이
대상이고, 투자대상이 코어업종이면서 취득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
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4-1. 일본의 대내 외국인투자 사전신고대상 업종: 코어업종
개정 전: 지정업종(155개)

개정 후

무기
항공기
원자력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 관련, 제조업(군수전용 범용품)

우주 관련
제조업(군수전용 범용품)
사이버보안 관련

코어

사이버보안 관련 서비스업, 중요 인프라를 위해 설계된

업종

프로그램 제공 관련 서비스 등

전력업

일반 송ㆍ배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일부
(최대출력 5만kW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가스업

일반ㆍ특정 가스도관사업자, 가스제조사업자, LP가스사업자
일부(저장소 또는 중핵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통신업

전기통신사업자 일부(복수의 기초지방단체에 걸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129) 「外資規制、重点審査518社. トヨタやソフトバンク」(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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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개정 전: 지정업종(155개)
상수도
철도업

개정 후
수도사업자 일부(급수인구가 5만 명을 초과), 수도용 물
공급사업자 일부(2.5만㎥/일을 초과하는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코어
업종

철도사업자 일부(사태대처법상 지정공공기관)

석유업

석유정제업, 석유비축업, 원유ㆍ천연가스 광업

열공급업

사이버보안 관련, 전력업, 가스업, 통신업, 상수도업,
철도업, 석유업의 코어업종 이외의 분야

방송업
여객운송
생물학적제제(製劑) 제조업
경비업
농림수산업

코어
업종
이외

열공급업, 방송업, 여객운송,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경비업,
농림수산업, 피혁 관련, 항공운송, 해운

피혁 관련
항공운송
해운
자료: 財務省(2020. 4. 24),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関連政省令ㆍ告示改正」について」, pp. 8~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4)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2021년 1월 「중요토지이용규제법」130)이 일본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일본정부는 자위대 기지 등 방위시설과 발전소 등 중요시설의 주위 1km, 수원
지, 영해 기점이 되는 국경이도(國境離島)를 ‘주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토
지나 건물의 소유주 정보를 수집하여 토지 이용자로부터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
지조사가 가능하다. 나아가 자위대 사령부 등 특히 중요한 시설 주변은 ‘특별주
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역 내 20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이들 중요시설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가 중지를 권고ㆍ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 2년 이하 내지 벌금
130) 重要土地利用規制法, 2022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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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엔 이하를 부과한다.131) 이러한 규제 강화책은 외국자본의 일본 국내
토지거래는 경제활동과 국가안보가 중첩되는 경제안전보장 문제이며, 외관상
으로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이더라도 자위대 기지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토지
를 이용하여 전파방해나 공공서비스 중단을 시도하면 국민생활에 위험이 미칠
수 있다는 여론에서 비롯되었다. 스가 총리는 2020년 10월 영토문제를 담당하
는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朗) 국가공안위원장132)에게 토지거래의 실태 파
악에 관한 법률정비 검토를 서두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직 외국자본의 토지
구입이 국가안보 관점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
이 요코스가 화력발전소 인접지를 매입하려고 시도한 사례나 홋카이도의 항공
자위대 기지 주변의 삼림을 구입한 사례, 한국자본이 2013년 나가사키현 쓰시
마(対馬) 해상자위대 거점의 인접지 등을 매입한 사례를 거론한 바 있다.133)

5) 정부조달 금지
가) 중국 화웨이ㆍZTE의 5G 통신장비
미국 행정부ㆍ의회가 중국산 통신장비가 중국정부의 스파이활동에 이용
되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2018년 12월 미
국과 보조를 맞춰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화웨이와 ZTE가 5G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을 50%까지 확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시장원리에 맡겨 두면 5G라는 통신인프라를 통해
교환되는 정보가 중국에 통째로 유출되어 안전보장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그 후 일본은 2020년 9월 IED
(인터넷경제에 관한 미ㆍ일정책협력대화)134)에서 미국의 일본산 5G 통신장비
131)
132)
133)
134)

「土地取引規制安保に直結」(2021. 6. 17).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는 내각부 외국(外局)으로서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経済安保2段階で法整備」(2020. 12. 17).
U.S.-Japan Policy Cooperation Dialogue on the Internet Economy. 2010년부터 미국 국무부와
일본 총무성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장급 정책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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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염두에 둔 ‘조달처’ 다양화에 합의하였고, 2021년 4월 미ㆍ일 정상회담
에서는 포스트 5G 개발ㆍ보급에 미국이 25억 달러, 일본이 20억 달러를 투입
한 기금설치와 ‘글로벌 디지털 연결성 파트너십(GDCP: Global Digital
Connectivity Partnership)’이라는 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하였다.135)
그러나 2021년 6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 ZTE, 하이크비
전, 다화테크놀로지, 하이테라 등 중국 5개 기업136)의 통신장비를 인증하지 않
을뿐더러 과거의 인증도 취소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137) 이에 대해 일본은 다
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성 장관이 “일본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통신장비 조달
을 배제하지 않는 형태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사
실상 중국산 통신장비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하였다.138)

나) 중국산 드론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 10월 「정부기관의 무인항공기 조달 방침」을
공표하고 국가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사이버보안기본법이 정하는 지정법
인(이하, 정부기관)이 무인항공기를 조달 혹은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업무위탁
을 할 때 ‘사이버보안 리스크가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
다.139) 특히 드론의 정부조달 시 비행기록 데이터 등을 포함한 민감정보(機微
135) 「日米、５Ｇ基地局やケーブル整備で連携国拡大へ.中国に対抗」(2021. 6. 2). 2020년 5G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화웨이 39.1%, 에릭슨(스웨덴) 24.7%, 노키아(핀란드) 16.7%, ZTE 11.4%, 삼성전
자 5.7%, 일본 후지쯔 1.1%, NEC 0.9%이다.
136) 中兴通讯(ZTE), 杭州海康威視数字技术(HIKVISION), 浙江大華技术(Dahua Technology), 海能達
通信(Hytera).
137) FCC는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미국 통신회사가 상기 중국 5개 기업을 포함한 중국제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미국 통신회사도 상기 중국 5개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화웨이나
하이크비전 등의 통신장비나 감시카메라는 저렴하고 AS도 충실한 편이어서 미국 내 통신망이나 공
공시설, 가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지방 통신회사 등은 통신장비를 교체할 때 미국 연
방정부로부터 자금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ファーウェイなどの中国製通信機器、米が認証禁止へ」
(2021. 6. 18).
138) 「総務相、 中国製通信機器排除求めず; 米中摩擦, 民間介入せず」(2021. 6. 22).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 107

情報)의 절취ㆍ누설에 의한 업무장애, 조종불능이나 납치(나포)에 의한 업무중
단과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사후적인 소프트웨어 교체에 의한 기능
제한이나 정보누설 리스크도 고려하여 드론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사이
버보안상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산 드론에 의한
비행ㆍ촬영 정보의 누설과 사이버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의식하
여 정부조달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배제하겠다는 조치이다.
일본정부의 중국산 드론의 정부조달 금지조치에 이어 일본기업의 중국DJI
드론에 대한 배제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NTT는 산하 사업회사가 교량의 통신
케이블 점검 시 이용하는 중국산 드론을 국산 등으로 대체하였고, NTT 동일본
은 2020년 12월 신회사를 설립하여 드론을 자체 제작에 들어갔다. 현재는 농
약살포용이지만 NTT 산하 사업회사의 통신케이블 점검용으로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드론 제조업체인 에어로지라보는 드론 부품도 국산화한다는 방
침이고, 소니는 2021년 1월 자체 개발한 드론의 국내 시판에 들어갔고, ACSL
은 야마하발동기 등 5개 사와 드론 공동개발에 착수하였다.140)

나.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경제안전보장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제복원력 강화책은 소위 ‘전략기반산업’
에서 국가ㆍ국민경제의 존속과 유지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
하거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난 제반 시책을 강구
하는 것을 말한다.141) 일본은 전략기반산업으로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ㆍ
해상물류, 금융, 의료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복원력(resilience)

139) 内閣府(2020. 9. 14), 「政府機関等における無人航空機の調達等に関する方針について」,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8). 내각부는 경제산업성의 상기 방침 발표 이전에, 정부기관의 드론 활용 시 비행ㆍ
촬영 정보의 외부 누설이나 사이버보안상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40) 「中国製ドローン排除進む」(2021. 5. 4).
141) 中村直貴(2020),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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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단어는 정부가 예견치 못한 어떠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
을 의미하는데,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치명상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142)
모든 국가들은 자연재해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물론, 사이버공격, 경제
제재ㆍ금수조치 등에 의해 자국의 자원ㆍ에너지 공급시스템, 전기, 통신 등 중요
인프라시스템, 의료시스템, 식료품ㆍ의약품 등 생필품, 산업용 물자의 공급망
이 단절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일본은 경제복원력 강화 관점에서 지진ㆍ홍수 등 자연재해를 염두에 둔 소위
‘국토강인화’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8년 12월 ‘방재ㆍ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143)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다시
‘방재ㆍ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144)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국토강인화 대책은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의 틀 내에서 예산사업을 통해 자연재
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2018년 이후의 미ㆍ중 갈등 심화와 2020년의 코로나19 발생을 계
기로 일본정부의 경제복원력 강화대책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ㆍ해상물류,
금융, 의료 등 5대 전략기반산업의 공통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통 리스크는 사이버보안, 재해, 공급망 3가지
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 자민당이 2021년 5월 일본정부에 제안한 경제
안전보장 대책 자료145)와 2016년 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전략’,146)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으로서 발표한 ‘공급
망 복원력 강화 대책’,147) 3가지에 기초하여 일본이 사이버보안과 공급망에 대
142) 藤井聡, 久米功一, 小林庸平(2014), p. 2.
143) 구체적인 내용은 内閣官房, 「防災ㆍ減災、国土強靱化のための３か年緊急対策: 特集サイ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7) 참고.
144) 구체적인 내용은 内閣官房, 「防災ㆍ減災、国土強靱化のための５か年加速化対策」,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7) 참고.
145) 自由民主党(2021).
146) 経済産業省(2021).
147) 경제산업성의 공식적인 사업명은 서플라이체인 대책을 위한 국내투자촉진사업(サプライチェー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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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떠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살
펴본다.

1) 사이버보안
일본에서도 사회 전체의 디지털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기반산업이
사이버공격에 의해 기능이 정지되고 국가의 안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148) 일본정부는 2014년 「사이버보안기본법」149)을
제정하여 전략기반산업에서의 사이버보안은 어디까지나 기업, 즉 사업자의 책임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150) 한편 자민당은 일본기업의 사이
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이버보안 제품 개발 및 인재육성, 둘째 양자
암호 개발, 셋째 산관학 정보공유, 넷째 단말기ㆍ앱의 사이버보안 강화, 다섯째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이버보안 강화 등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급 확대에 따라 일본정부는 사이버보안 강화
관점에서 다음 3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151) 첫째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이고 JETRO의 수탁사업은 해외서플라이체인다원화 등 지원사업
(海外サプライチェーン多元化等支援事業)이다.
148) 최근 일본기업 중 사이버공격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이버보안업계를 대표하는
NTT 커뮤니케이션즈가 2020년 5월 서버 등 자사 설비가 사이버공격을 받아 고객정보가 외부에 유
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21년 7월에는 사원을 가장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였다
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일본 방위성, 해상보안청, 후생노동성 등 약 900개에 달하는 조직 및 기업의
통신 관련 공시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山端宏美(2021. 8. 21), 「NTTコム
ㆍサイバー攻撃事件の深層、多要素認証を無効化されてい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7).
149)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2014년 제정, 2015년 1월 시행. 2018년 12월에는 행정기관, 지자체,
중요인프라사업자, 사이버 관련 사업자, 교육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보안협의회(サイバーセキュ
リティ協議会)를 창설하고, 내각부 사이버보안전략본부(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戦略本部)에 ‘사태’ 발
생 시 연락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150)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6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에서 부정 접근에 의한 정
보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자나 관계당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엔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 이전에는 사건 발생 시 기업의 대응에 대해 ‘노력 의무’라고만 규정하는 부분
이 많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은 피해자에 대한 보고를 기피하거나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만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기업으로서는 피해자나 관계당국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PC 1대당 디지털 포
렌식 비용을 약 100만 엔(약 1,100만 원) 부담해야 한다. Cyber Security.com(2020. 7. 17), 「情報
流出事案の公表義務化決定、違反業者は最大1億円の罰金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8).
151) 自由民主党(2021),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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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법령이나 데이터센터의 입지, 나아가 약관 변경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
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3/4을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Azure), 구글(GCP) 등의 외국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하여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정부나 중요인프라 산업에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거나 복수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의무화하고, 궁극적
으로 국산 클라우드 사업자의 능력구축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 셋째 일본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선정 등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배양이 필
요하다는 점이다.

표 4-2. 일본의 사이버보안 강화대책
분야

주요 시책(제안 포함)
- 전략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에 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이버보안 제품ㆍ서비스ㆍ인재를 안정적으로

1

제품개발ㆍ인재육성

확보하는 것이 시급
∙ 2021년 NICT(정보통신연구기구)가 CYNEX라는 산관학 플랫폼 구축:
사이버공격 정보의 축적ㆍ분석ㆍ공유, 국내 사이버보안 제품의 검증,
인재육성 강화. 20여 개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

2

양자암호 개발

- 양자컴퓨터를 이용해도 해독이나 위조가 불가능한 양자계산기암호나
데이터 절취ㆍ변형이 곤란한 물리암호 개발 지원
-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가 주도하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보공유

3

정보공유

강화: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중요인프라의 연쇄적 서비스 공급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4

스마트폰 단말기ㆍ앱의

- 스마트폰 단말기의 제조ㆍ판매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등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정부는 이들 사업자와

사이버보안

협회 등의 사이버보안 강화책을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인 데이터센터의 국내 입지와 지역거점을 정

5

클라우드 서비스

비하여 재해대책을 강화할 필요
- 정부나 중요인프라 산업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기준을 더욱 강
화하고, 국산 클라우드 사업자의 능력구축을 정부가 지원

자료: 自由民主党(2021),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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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 및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
2020년 4월 일본정부는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급망 복
원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일종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차원에서
중국 소재 일본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과 중국에서 ASEAN 등지로
의 서플라이체인 다변화를 유도하는 지원책, 그리고 국내 서플라이체인 강화
관련 기술개발과 희귀금속 확보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가) 리쇼어링(reshoring) 지원정책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국내 공급망 강화 사업, 즉 리쇼어링 지원정책은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국(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나 소재ㆍ부품
의 생산거점 국내회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A유형). 중국 소재의 일본기업이
생산설비를 본국인 일본으로 리쇼어링할 때 건물, 설비, 시스템 도입과 같은 투
자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1/2, 중소기업은 2/3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둘째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마스크나 알코올소독제, 방호
복, 인공호흡기, 인공폐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 등의 리쇼어링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B유형). 이 경우 보조율은 중소기업 3/4 이내, 대기업 2/3 이내
이다.
경제산업성은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공모(선행심사분)를
진행하였고, 심사 결과 총 57건, 보조금 574억 엔의 리쇼어링 지원사업을 채택
하였다.152) 상기 A유형 17건(대기업 4건, 중소기업 13건)과 B유형 40건(대기
업 13건, 중소기업 27건)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용
품 관련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A유형 17건 중에서도 반도체용 IC 트레이
1건(중소기업), 파워디바이스용 웨이퍼(노벨크리스탈테크놀로지 대기업), 자

152) 経済産業省(2020. 7. 17),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令和２年５月公募:
(先行審査分))採択事業者一覧」,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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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금형 2건(중소기업), 자동차용 플라스틱부품(중소기업), 금속프레스제품
(중소기업), 동판제 트랜스미션부품(중소기업), 항공기엔진용 터빈 블레이드
(중소기업) 등 대부분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일본정부의 리
쇼어링 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이 2020년 5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 공모 결
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경제산업성은 총 146건, 보조금 약
2,478억 엔의 리쇼어링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채택153)하였는데, 상기 A유형
56건, B유형 90건으로 대중의존도가 높은 제품이나 소재ㆍ부품의 생산거점의
리쇼어링 경향이 뚜렷해졌다. A유형 56건을 보면, 반도체 관련 18건(반도체,
전자회로, 반도체 관련 소재, 반도체 제조장치용 소재ㆍ부품), 무기화학 제품 8
건(불화수소산 3건, 황산니켈 1건, 헬륨 1건, 지르코늄화합물 1건, 2차전지용
소재 1건, 알루미늄 관련 소재 1건), 유기화학 제품 4건(고기능전자재료 1건,
불화수소 2건, 의약품 1건), 배터리 및 소재 3건(2차전지용 소재 1건, 자동차리
튬이온전지 1건, 리튬이온배터리 1건), 전자디바이스(광디바이스, 디스플레이
2건), 희토류 1건, 항공기엔진부품 6건, 정보통신기기 1건 등으로 일본기업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중국에 진출한 업종들이다. 기업 면모를 보더라도
JOLED(디스플레이), 쇼와덴코HD야마가타(하드디스크용 기판), 신에츠화학
(희토류), 스미토모화학(반도체 관련 소재), 다이킨공업(불화수소), 도시바디바
이스&스토리지(스토리지 및 시스템 LSI 등 반도체디바이스), 니혼전자재료,
도쿄센츄리(반도체 제조장치관련 부품소재),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중공항
공엔진(항공기엔진부품 사업), 미쓰비시전기(반도체)와 같은 일본 대기업의 사
례도 눈에 띈다.
경제산업성은 2021년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하였다.
다만 2020년에 실시한 1차 공모에 비해 보조 상한을 150억 엔에서 100억 엔
153) 経済産業省(2020. 11. 20),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令和２年５月公募
(先行審査分除く))採択事業者一覧」,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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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례는 5억 엔)으로 축소하였고, A유형 보조율은 대기업 1/2이내,
중소기업 2/3 이내로 변화가 없으나, B유형에 대해서는 대기업 1/2, 중소기업
2/3 이내로 보조율을 낮췄다. 특히 2차 공모에서는 A유형 지원사업에서 반도
체 관련, 전동차 관련 등 공급망 단절위기가 심각한 제품으로 지원대상을 집중
한다는 방침을 표방하였다.

나)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책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책은 해외에서 일본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이나 소
재ㆍ부품 중에서 대중의존도가 높은 경우 중국 소재 일본기업이 ASEAN 등지
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설비이전, 시범사업, 타
당성조사가 지원대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율은 최대 2/3이고, 대기업은
최대 1/2이다.
JETRO는 2021년 6월까지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을 4차례에 공모하
였는데, 1차 공모 결과 30건, 2차 시범사업 및 사업타당성조사 21건, 3차 공모
결과 30건, 4차 공모 결과 11건을 지원사업으로 채택하였다.154) 공모 결과를
종합하면, 투자지역(중복 가능)별로는 베트남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태국
(22건), 말레이시아(12건), 인도네시아(12건), 필리핀(9건) 등이 그 뒤를 따르
고 있다. 단 대부분이 중국에서 해당 국가로 설비투자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
나, JETRO 자료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용품이 과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반도체
제조장치ㆍ부품, 일반기기 등 다양하다.

154) JETRO, 「海外サプライチェーン多元化等支援事業」,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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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JETRO의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사업

구분

건수

설비이전국가
(중복가능)

제조제품ㆍ부품

1차 공모 결과
30건
(2020년
(대기업: 8건,
중소기업: 22건)
7월 17일)

베트남: 15건
태국: 6건
말레이시아: 4건
필리핀: 3건
인도네시아: 1건
라오스: 2건
미얀마: 1건

의료품 13건(소독약, 의료제조기기,
의료용방호복ㆍ가운, 의료용마스크 등),
파워모듈부품, 알루미늄전해콘센서용리드선
단자, 희귀금속(초경합금), 업무용장갑,
희토류(마그넷), 니트릴고무장갑, 희귀금속,
자동차부품(엔진구성부품), 투석용혈액회로,
반도체제조라인용부품, 반도체제조장치부품,
에어컨부품(모터), HDD용부품(기억매체용
유리기판), 스마트폰부품(전자회로기판)

2차 공모 결과
21건
(2020년
(대기업: 9건,
11월 5일)
중소기업: 12건)

베트남: 6건
태국: 7건
말레이시아: 3건
인도네시아: 4건
인도: 2건
캄보디아: 2건
라오스: 1건
싱가포르: 1건

시범사업과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

3차 공모 결과
30건
(2020년
(대기업: 16건,
12월 2일)
중소기업: 14건)

베트남: 15건
자동차부품, PCR검사기기, 콤팩트형
태국: 6건
공기압실린더, 마그네슘합금ㆍ주조,
인도네시아: 5건 건설기계부품, 프린트 배선판, 사무용기기부품,
필리핀: 4건
IC트레이, 하수도밸브, 개인보호장비(PRE),
말레이시아: 2건 화학제품, 액상솔더레지스트, 신형코로나검사키트,
미얀마: 2건
알코올소독액, 타이어생산용금형,
캄보디아: 1건
자동차수지부품용금형, 프린트헤드

4차 공모 결과
(2021년
6월 29일)

말레이시아: 3건
의료용 고무장갑, 단섬유부직포, 자동차용
인도네시아: 2건
금속인덕터, 수정진동자, 주삿바늘,
베트남: 2건
자동차부품용 사출성형금형, 실린더, 자동차부품,
태국: 3건
전동자전거용 철강소재, 자동차용 절연저압전선,
필리핀: 2건
절연게이트드라이버IC

11건
(대기업: 6건,
중소기업: 5건)

자료: JETRO, 「海外サプライチェーン多元化等支援事業」,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3)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전략
일본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미ㆍ중 마찰 격화를 거치면서 안전
보장의 범위가 경제ㆍ기술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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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반도체와 같은 ‘전략물자’ 확보에 만전
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155) 2021년 6월 일본정부가 각의결정한
성장전략에서는 “디지털 사회를 지탱하는 첨단반도체의 설계 및 제조기술 개
발을 연구개발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일본 국내에 첨단반도체 생산거점을 유치
하여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반도체전략을 산업경쟁
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도 드러내었다.156)

가) 배경
일본정부가 반도체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ㆍ중 갈등 격화 속에서 미국은 물론 EU, 한국, 대만, 중국 등 주요 국가ㆍ
지역이 국내공급망 확충 우선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
체 공급망의 단절위기가 급부상한 점이다. 2020년 9월 영국 시장조사기관 옴디
아(OMDIA)는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규제에 의해 미국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대만,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은 연간 총 2조 8,000억 엔(약 30조 원) 규모의 부품
공급 중단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157) 2021년 들어서는 2월
미국 텍사스 한파, 3월 일본 르네사스 나카(那珂) 공장 화재와 대만 가뭄 등이
겹치면서 GM, 폭스바겐 등 해외 자동차업체는 물론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
본 자동차업체도 차량용 반도체 칩(MCU)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
기도 했다.
둘째, 일본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이다.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
유율은 1988년 50.3%(미국 36.8%)를 정점으로 1990년대 들어서부터 하락하
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10.0%(미국 50.7%, 한국 19%, 유럽 10%, 대만 6%,
중국 5%)로까지 추락한 상태이다.158) 이 같은 국제경쟁력 저하를 반영하여,
155) 内閣府(2021), p. 25.
156) 内閣官房(2021), p. 17.
157) 「対ファ-ウェイ供給、 米規制で日台韓の部品2.8兆円停止も」(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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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일본의 반도체 수요 중에서 국내생산으로 충족하는 비율은
35.8%이고 나머지 64.2%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대만(수입
비율: 26.8%), 중국(8.9%), 미국(6.5%), 한국(5.6%)이다.159)

나) 반도체전략의 주요 내용
2021년 6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전략은 ① 첨단 반도체 양
산체제 구축 ②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ㆍ개발 강화 ③ 반도체기술의 그린
이노베이션 ④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 재생 ⑤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의 국제전
략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경제복원력 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
점에서 앞의 3가지 시책을 정리한다.160)
첫째, 첨단 반도체의 양산체제 구축이다. 일본정부는 자국 반도체산업의 가
장 큰 약점을 세계 유망 파운드리의 부재로 보고, 국내 반도체 소재ㆍ제조장치
산업의 강점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첨단 파운드리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
닥을 잡아 사전단계로서 반도체 전(前)공정의 미세가공 기술과 후(後)공정의
3D화 프로세스 기술을 일본을 대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로 선정하였
다. 2021년 2월 초 대만 TSMC가 일본에 ‘TSMC Japan 3D IC 연구개발센터’
를 설립하겠다고 발표161)한 사례는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소재ㆍ제조장치
분야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에 첨단 로직반도체 양산체제를 구축하
겠다는 일본정부의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162)
158) 経済産業省(2021), p. 7. 반도체 제품(sub-product)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일본은 개별반도체
(discrete) 분야를 제외한, 로직(logic), 아날로그(analog), 메모리(memory) 분야에서 10% 미만의
159)
160)
161)
162)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2020), p. 8.
内閣官房(2021), p. 17.
김규판(2021), pp. 7~10.
「TSMC、 日本に拠点」(2021. 2. 9).
2021년 6월 초 TSMC는 쓰쿠바시 연구개발센터 설립과는 별도로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TSMC의 구마모토 신공장은 300mm의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는 반도
체 공장으로서 회로선폭이 현행 최첨단인 5nm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16nm 내지는 28nm이다.
구마모토 신공장의 고객은 소니그룹이나 도요타와 같은 자동차업체를 상정하고 있는데, 특히 소니
그룹은 CMOS 이미지센서 반도체 주력공장을 구마모토현 기쿠요쵸(菊陽町)에 신설 예정이다. 소니그
룹은 2023년까지 3년간 설비투자액을 약 7,000억 엔으로 책정하고 있고, 4월에 가동을 시작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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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ㆍ개발 강화이다. 일본정부는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보급 확산과 IoT, AI 등의 활용 증대는 제반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와 같은 디지털화 관련 반도체산
업의 육성 차원에서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ㆍ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일
본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ㆍ개발 프로젝트는 ① 포스트 5G
정보시스템 관련 반도체기술개발 프로젝트 ②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
발 프로젝트 ③ 차세대 자동차 컴퓨팅 기술개발 등 3가지이다. 일본정부는 이
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ㆍ개발거점으로서, AI 칩
설계거점(도쿄대ㆍAIST163)), 3D 패키징 기술개발거점(첨단시스템기술연구조
합, RaaS), RISC-V 설계거점(도쿄공대), 스핀트로닉스 절전 로직반도체 개발
거점(도호쿠대)을 지정하였고 차세대 컴퓨팅기반 개발거점으로서는 AIST를
지정하였다.
셋째,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을 위한 파워 반도체ㆍ광전자 반도체 육성
이다. 일본정부는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파워 반도체와
광전자 반도체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164) 파워 반도체 분야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SiC, 탄화규소), 갈륨나이트라이드(GaN), 갈륨옥사이드(Ga2O3, 산
화갈륨)와 같은 ‘혁신소재’에 의한 이노베이션에 주력하고,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저감과 2030년 포스트 5Gㆍ6G 시대에 대비하여 광전자 반도체와 광전
자융합 프로세서를 집중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다.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
2010년 10월 개최된 쿼드(QUAD)165) 외무장관 회의의 대중 포위망 구축
가사키TEC도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日本に半導体工場検討: 経済安保に追い風」(2021. 6. 11).
163) 産業技術総合研究所(産総研).
164) 経済産業省(2021), p. 30.
165) 쿼드는 2017년 1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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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동대응 과제는 첫째,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거점화, 둘째 중국의 동중국
해로의 해양진출, 셋째 기후변화 문제, 넷째 코로나19 대책, 다섯째 사이버안
보, 여섯째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 등 다양하다. 특히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쿼
드를 통한 대중 포위망 구축에 관심이 높은데,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도ㆍ태평양 주요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1년 1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쿼드 4국 혹은 양자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먼저 2021년 4월 일본, 호주, 인도 3
국 경제장관은 중국에 의존한 공급망에서 탈피하고 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을 도
모하기 위해 공급망 강화 이니셔티브(SCRI: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3국이 공급망 강화 관련 사례공유, 투자
촉진을 위한 이벤트 개최, 업계와 학계를 망라한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협
력 분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 분야, 디지털기술 활용, 자연재해에 강한
생산 체제 등을 상정하고 있다.166)
2021년 7월 미국 의회의 AI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쿼드 및 미ㆍ유럽 간 첨
단기술 공동개발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AI국가안전보
장위원회는 지난 3월 AI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미국의 안전보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ㆍ지역과의 연구협력, 인재교류, 기술유출ㆍ악용 방지대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167)

국장급 회의로 출발하였다. 2019년 9월 처음으로 뉴욕에서 쿼드 4국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일본 요청으로 도쿄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한 후 정례화를 결정하였다. 2021년
3월에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21년 9월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매
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66) 수소 대량생산에는 대규모 전원이 필요한데, 일본은 광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와 인도를 제
조거점으로 삼아 현지에서 운반선이나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이송하는 ‘수소공급망’을 구
상하고 있다. 송전기술을 인도에 공여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SCRI
구상은 RCEP을 이탈한 인도를 어떻게 다자간 협력 틀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일본 측의 대안이다.
「日豪印、 脱炭素供給網中国念頭資源ㆍ技術ㆍ補完へ」(2021. 4. 27).
167) 「レアアース調達、日米豪印が協力. 調達網を再構築」(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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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토류
2021년 3월 쿼드 4국 정상은 희토류 공급망의 분산 필요성을 확인하고, 희
토류의 생산기술개발이나 개발자금을 서로 융통하고 공동관리에도 협력하
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이 토양오염 등 환경부담이 큰 정련ㆍ분리공정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하더라도 자국산 광석을 중국에서 정제하여 수
입하고 있어 대중 수입의존도가 80%에 이르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하
였다.168)
쿼드 4국 정상이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첫째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
으면서 저렴하게 희토류를 정제하는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둘째 희토류 채굴이
나 정제에 협조융자하는 방안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호주산 광석을 미국
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지원하고,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셋째,
IEA가 희토류 비축량을 각국에 보고하고, 중국의 수출규제에도 제동을 거는 방
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169) 특히 일본은 2010년 센카쿠 분쟁을 계기로 중국
이 희토류 금수조치를 취하자 희토류 확보대책을 마련하였고, 미국, 호주, 인도
등과의 공급안정화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다만 희토류를 비롯한 희귀금속은
희소성과 지역편재성이 강하고 생산국의 수출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 쿼드의
공동대응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도 여전
하다.

168) 중국정부는 2010년 대일 금수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희토류를 전략물자이자 일종의 ‘Chokepoint’로 무기화한 바 있다. 2021년 1월에는 ‘희토류관리조례’ 초안을 공개하였다. 지금까지는 정
부가 광산개발과 정련ㆍ분리공정을 중점관리하였으나, 광산개발부터 수출까지 모든 공급망을 관리
한다는 내용이다. 즉 국가가 채굴ㆍ가공하는 희토류의 총량관리와 수출기업의 법령준수 의무를 강조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희토류와 같은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시행한
수출통제법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 「レアアース統制強化. 中国、供給網全体に拡大」(2021. 1.
16). 다만 중국정부가 희토류를 Choke-point로 다시 무기화하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2021년도 상반기 희토류 생산액을 전년동기대비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정부
는 희토류 생산량을 2016~20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연 10만 톤에서 단계적으로 연 14만 톤으로
확대하였다. 「中国、レアアース増産」(2021. 2. 20).
169) 「レアアース調達、 日米豪印が協力. 調達網を再構築」(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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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일본의 희토류 확보대책
- 중국이 2010년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일부 희토류 품목의 단가가 약 9배 폭등하는 등
일본기업이 피해를 겪었음. 2012년 일본정부는 ‘30종류의 전략적 광물자원을 선정하고 정부가
이들 광물자원을 집중관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희귀금속 등 광물자원확보 대책’을 수
립ㆍ실행에 옮김. 경산성은 그간 ① 해외자원확보 ② 비축 ③ 대체재료 개발 ④ 리사이클을 뼈대로
한 광물자원정책을 추진. 최근에는 ⑤ 해양자원개발을 추가
- 특히 호주, 베트남 등지로 희토류 조달처를 넓힌 결과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는 2009년 90%대
에서 2015년경부터 60%대로 하락
- 일본 JOGMEC 등은 2011년 호주 라이나스에 출자ㆍ융자를 통해 희토류 생산을 지원. 2021년
2월에는 터키 광산회사 에티ㆍ마덴이 희토류의 처리와 추출에 관한 노하우와 기술이전 협력을 일
본 측에 요청
- 일본기업들의 희토류 대체재료 개발도 성과. 2015년 혼다(Honda)와 다이도특수강(大同特殊鋼)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모터에 사용하는 자석에 디스프로슘(Dy)을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개발
하였고, 니혼덴산(日本電産)은 희토류가 필요 없는 모터 기술을 개발
자료: 経済産業省(2020); 資源エネルギー庁(2018. 3. 22), 「世界の産業を支える鉱物資源について知ろう」,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6. 15); 資源エネルギー庁(2020. 7. 31), 「日本の新たな国際資源戦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5).

2) 반도체ㆍ5G
쿼드 4국은 2021년 9월 정상회의에서 반도체의 공급망 구축 방침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공동문서를 채택하였다.170) 공동문서에는 인도를 의식
하여 중국이라는 국명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쿼드 4국 간 중점협력 분야로서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명시하고, 첨단기술이 감시나 억압 등 권위주의 체제 유
지에 오용ㆍ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반도체의 공급
망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쿼드 4국의 공급능력을 조사ㆍ확인하여 취약한 분
야를 특정한 후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을 명시
하였다. 첨단기술의 기술유출ㆍ악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첨단기술의 설계나 개
발ㆍ사용에 관해 “보편적 가치나 인권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공동원칙
을 정한 다음,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기술유출이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170) 「日米豪印で半導体供給網: 中国念頭に安全性を強化」(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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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는 데 협력한다”는 방침을 명시하였다. 공동문서는 구체적 예로 고속
통신규격 5G를 들고 쿼드 4국의 재계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개방적이고, 투명
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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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가. 일본의 인도ㆍ태평양 구상(FOIP)171)
일본과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전략에 맞서 쿼드(QUAD) 참여국과
연대ㆍ협력하에 인도ㆍ태평양 구상(vision)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인
도ㆍ태평양 ‘전략’을 처음 발표한 시점은 2016년 8월 일본 아베 총리가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제기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72) 2013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일종의 대중 견제정책의
일환이었다(그림 5-1 참고).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경계하는
‘전략’이라는 군사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잇따라 반대하자, 2018년 11월 일본
정부는 정식명칭을 인도ㆍ태평양 구상으로 수정하였다. ASEAN에는 여전히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에 대
해 거부감을 표현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이다.173)
일본은 인도양과 태평양에 걸친 지역과 해상을 대상으로, 첫째 해양질서 확
립, 둘째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확장하기 위한 통상 규범(rule)의 창출, 셋
째 양질의 인프라 정비를 통한 연결성(connectivity) 확충, 넷째 개도국의 경
제ㆍ재정 거버넌스 강화, 다섯째 해상법 집행능력 제고를 통한 해양안전 확보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표 5-1 참고).

171) Free and Open Indo-Pacific,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
172) 外務省(2016. 8. 27), 「TICAD VI開会に当たってㆍ安倍晋三日本国総理大臣基調演説」,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6).
173) 일본정부가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구상으로 명칭을 수정한 배경에는 ASEAN 국가들의 반발도 작용
하였지만, 2018년 10월 당시 아베 총리의 방중(訪中)을 통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의
에서, 일본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하여 제3국에서의 인프라 공동투자협력에 합의하는 등
일ㆍ중 관계가 크게 개선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 「インド太平洋消えた‘戦略’」(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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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본의 인도ㆍ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캐나다

유럽

미국
중동∙
아프
리카

일본
인도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
아시아

중남미

태평양도서국

인도양
호주
주요 해로

뉴질랜드

자료: Wang et al.(2019),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자료: 防衛省(2020), p. 3.

표 5-1. 일본의 인도ㆍ태평양 구상과 협력사례
중점 분야
1
2

3

협력사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

해양질서 확립

UNCLOS(해양법에 관한 UN협약) 등을 공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확장하는 통상규범 창출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연결성 확충

4

거버넌스 강화 지원

5

해양의 안전 확보

21세기형 통상규범 창출: TPP11 협정 발효(2018년 12월),
미ㆍ일무역협정과 미ㆍ일디지털무역협정 발효(2020년 1월)
일본 주도로 ‘양질의 인프라투자에 관한 G20 원칙’1) 채택
하드ㆍ소프트 양 측면에서의 연결성2) 강화: 동서경제회랑,
남부경제회랑 등 메콩강유역개발 프로젝트
모잠비크, 잠비아, 라오스, 몰디브에 재정전문가 파견: 지속가능
한 거시경제운용 지원
동남아시아 연안국에 대한 해상법 집행에 필요한 기자재 공여
및 인재육성

주: 1) 원칙 ①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효과 최대화 양립(고용창출, 기술이전, 연결성 강화 등), 원칙 ② 라이프사이클
비용 관점에서의 경제성 추구(value for money 실현), 원칙 ③ 환경에 대한 배려, 원칙 ④ 자연재해 등의 리스크에
대한 강인성 확보, 원칙 ⑤ 사회에 대한 배려(이용의 개방성, 안전성, 사회적 약자 배려), 원칙 ⑥ 인프라 거버넌스의
강화(조달의 개방성, 투명성, 채무 지속가능성).
2) ① 물리적 연결성: 양질의 인프라(항만, 철도, 도로, 에너지, ICT) ② 인적 연결성: 교육, 직업훈련 ③ 제도적 연결성:
FTA를 통한 조화 및 공통규범 창출.
자료: 外務省(2021. 3),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に向けた日本の取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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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인도ㆍ태평양 구상은 미국, 호주, 인도 등 쿼드
국가들과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형태로 구체화되고 있고, 국제안전보장과 경
제ㆍ통상을 아우르는 지정학과 지경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책영역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쿼드 4국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다.174) 일단 미국
은 중국 포위망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중시하고 있으나, 일
본이 강조하는 ‘법의 지배’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175) 이
것은 미국이 UN해양법 조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
인다. 특히 인도는 중국의 부상과 군비확장, 남중국해 연안국에 대한 군사적 위
협에 대해 일본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면서도 쿼드, 나아가 인도ㆍ태평양구상에
서의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도 입장에서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군사력에서는 구소련 및 러시아에 의존하
면서도 1962년 중ㆍ인 국경분쟁 패배 후에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단행하는
가 하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외교도 활발히 전
개하는 등 어느 특정 국가와의 동맹관계를 거부하는 ‘비동맹국’을 견지하고 있
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동중국해 영해침입에 반발하고 있으나 경제 분야에
서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고, 호주 역시 자원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분야
에서의 대중 협력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입장이다.176) 중국이 쿼드에 대해 인도ㆍ
태평양판 NATO 구축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자 일본은 쿼드는 어디까지나 인
도ㆍ태평양 구상의 일환이지 군사동맹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
하기도 하였다.

174) 林路郎(2020. 10. 20), 「日米のインド太平洋戦略を問う」,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175) 小谷哲男(2020), p. 63.
176) 「日米豪印、対中の枠組み」(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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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둘러싼 일ㆍ미ㆍ호주ㆍ인도의 입장

일본
미국

인도ㆍ태평양 구상은 모든 지역에 안정과 번영을 ‘국제공공재’로서 제공.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양질의 인프라 정비 등으로 역내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의도를 갖고 있고, 역내의 많은 국가의 독립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독자적인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추진
일본, 한국, 호주, 미국의 동맹강화는 지역안정에 필수 요소.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대

호주

(對)아시아 경제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 호주의 국익을 좌우하는 힘을 보유한 중국과
는 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
인도ㆍ태평양 구상은 다른 국가에 대한 우위나 적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강조. 이

인도

지역은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ASEAN이 중심. 인도ㆍ태평양 구상은 전략도 아니고 배
타적인 동맹관계도 아니라는 인식

자료: 林路郎(2020. 10. 20), 「日米のインド太平洋戦略を問う」,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나.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일본의 입장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실크로드 벨트(그림 5-1 참고)를 따라 인프라건설
을 확충하고 인프라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무역활성화와 함께 해당 국가의 경
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국판 마셜플랜’으로도 불린다. 반면 미국을 중
심으로 일대일로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기
존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재편하기 위한 전형적인 경제책
략으로서 일대일로를 받아들인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ㆍ
중 갈등이 고조되고 일대일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거세지자 일대일로에 대한
방어논리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4월 ‘제
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 일부 해외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협
력 대상국에게 ‘채무 함정(debt trap)’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패권
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경학적(geoeconomic) 비판을 의식하면서, 우선 해외
인프라투자 프로젝트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5월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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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도원칙’을 제정하였고 2019년 4월에는 ‘일대일로의 채무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 틀’을 제정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이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는데, 외자의 시장진입 분야
를 확대한 점,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협력을 강화한 점, 더 많은 상품과 서비
스를 수입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불합리한 규정과 보조금
을 철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77)
일본정부는 당초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2017년
들어서부터 태도를 바꾸었다.178) 2017년 6월 아베 총리는 일대일로에 대해
‘조건부’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그 조건은 인프라투자 프로젝트가 제3자에게도
개방되어 있을 것,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방식을 채택할 것,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담보하고 채무가 상환가능하며 상대국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 등 3가
지였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일본과 중국이 제3국에서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양국뿐 아니라 대상국의 발전에도 유익하다”고 발언하였고, 2017년 말부
터는 일본의 인도ㆍ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
까지 검토하였다. 미ㆍ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일ㆍ중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낸 셈인데, 그 배경으로서는 일본 재계가 중
국과의 제3국 공동진출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점,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국과의 우호관계가 필요한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분쟁 이후 소원했던 대중 관계를 2018년 4월 약 8년
만에 제4차 일ㆍ중 고위급경제대화를 도쿄에서 개최함으로써 복원하였다. 일ㆍ
중 외교부 수장이 공동의장을 역임한 제4차 고위급경제대화에서는 양국간 경제
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 등에 합의하였고, 2018년
5월 개최된 일ㆍ중 정상회담(도쿄)에서는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실무기구로

177) JETRO(2019. 5. 22), 「第2回一帯一路ハイレベルフォーラム、習氏は持続可能性の確保を強調」,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178) 河合正弘(2019), p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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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ㆍ중 민간비즈니스의 제3국 공동진출위원회’179)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
다. 2018년 10월에는 제1회 ‘일ㆍ중 제3국 시장협력 포럼’을 베이징에서 개최
하였는데, 여기서는 총 52건의 제3국 공동진출 관련 협력각서(MOU)를 교환
하였다. 경제산업성은 한발 더 나아가 제3국 공동진출 유형으로서 ① 일ㆍ중기
업이 공동으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수주ㆍ운영 ② 일본기업의 수주안건에
서 중국기업의 EPC(설계ㆍ조달ㆍ건설) 참여 및 기자재 공급과 같은 마치 일대
일로 구상을 염두에 둔 사업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80)
물론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과의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대
일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은 명확하게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인식
하고 있고 2019년 3월에는 일대일로의 국제협력 대상국가로서 일본, 독일, 프
랑스, 싱가포르를 명시하였다.181) 2017년 6월 당시 청융화(程永华) 주일 중국대
사는 일본 재계를 상대로, 첫째 일대일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 줄 것, 둘째 일ㆍ중 경제협력 일환으로서 일대일로 틀 내에서 협력 방안
을 강구해 줄 것, 셋째 일본 민간은행은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중국
의 상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지원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182)
그러나 이들 협력사업 중 일ㆍ중 제3국 공동진출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기대
를 모았던 ‘태국고속철도 건설계획’은 실행단계에서 일본 측 기업이 불참하는
등 일본의 일대일로 협력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확산시키도 하
였다(글상자 5-1 참고). 일본 국내여론도 일대일로를 둘러싼 일ㆍ중 협력에 대
해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거나,183)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추진 주체가 거
의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민간기업이 중국의 ‘국가전략사업’에 참여

179)
180)
181)
182)

日中民間ビジネスの第三国展開推進に関する委員会.
大西康雄(2020. 4. 10), 「転機の一帯一路構想と日中経済協力」,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6).
「タイでの日中協力事業: 中国一帯一路の一環」(2019. 3. 6).
関志雄(2020. 5. 26), 「日中協力を如何に進めるか: 求められる国際公共財の共同提供」,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6).
183) 「一帯一路で急接近、 日本人が知るべき中国の思惑」(2018. 10. 22); 「中国, 打算の対日急接近」(2018.
10. 13).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 129

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경제책략의 시각이 뿌리 깊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은 “일본정부는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채택한 것처럼 미국, 호주, 인도 등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 협력해야지, 근시안적인 경제적 이익에 눈
이 멀어 국가의 본질과 목적이 상이한 중국,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
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을 남기는 것”이라는 경계의 목
소리로 연결되고 있다.184)
글상자 5-1. 일ㆍ중의 제3국 공동진출 사업사례: 태국고속철도 건설계획
- 2018년 11월 태국 CP(Charoen Pokphand)그룹과 BTS그룹이 주도하는 2개의 컨소시엄이 태
국의 3개 국제공항, 즉 수완나품(Suvarnabhumi), 돈무앙(Don Mueang), 우타파오(U Tapao)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낙찰
∙ 단 태국 CP그룹의 컨소시엄에는 국영 中国鉄建(China Railway Construction)이 참여하고 있
으나 일본의 이토츄상사(伊藤忠商事)와 히타찌제작소(日立製作所)는 불참
- 2018년 5월 일본 JICA(国際協力銀行) 부총재는 태국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상기 3개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일ㆍ중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표시
∙ 2018년 5월 ‘일ㆍ중 민간비즈니스의 제3국 공동진출위원회’는 상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모델
케이스로 선정
- 일본이 중국과의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제1탄’으로서 태국을 주목한 이유는 ‘베트남은 중국과 남
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겪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이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낙
찰했으며,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경계하는 등 여타 ASEAN 국가나 주변국과의 일ㆍ중 협력
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 당초 일본 이토츄상사는 태국의 CP, 중국의 中国中信集団(CITIC) 등과 제휴를 맺어 상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었음. 2014년 일본 이토츄상사와 태국의 CP는 상호 출자한 바 있고
2015년에는 공동으로 중국 CITIC계열 기업에 출자
- 그러나 상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200억 바트(당시 약 7조 5,000억 원) 중 대부분이
민간부담인데 일본 측은 수요예측에 비관적이었고 적자를 예상. 결국 일본 이토츄상사와 히타찌제
작소가 사업참여를 포기
∙ 일본 측은 건설비 압축을 위해 태국정부에 준고속철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태국정부는
‘우타파오 공항까지 1시간’이라는 조건을 고수
∙ 반면 태국 CP는 고속철도 주변에 보유하고 있는 새우 양식장의 토지 평가액 상승이나 역 주변
재개발 사업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 있고, 중국 CITIC는 리스크 부담구조가 일본 측과 달라 결국
컨소시엄에는 中国鉄建이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사태가 종결
자료: 「日本の一帯一路協力」(2018. 12. 14).
184) 川島真(2018. 5. 15), 「一帯一路と日中関係: 提携と競存、 けん制の多国間枠組み構築を」,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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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
2013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안을 거쳐 2015년 12월 출범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지경학적 수단으로 활용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대중 견제론을 촉발시켰
다.185)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당국이 AIIB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AIIB는 환경평가나 사회적 영향 배려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 즉 AIIB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문제 삼아 AIIB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1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제3국 공동진
출이라는 명목으로 협력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데다, 2021년 5월에는 처음으
로 일본기업이 AIIB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하였다.187) 2019년 오사카가스와
JBIC(국제협력은행)은 싱가포르의 엔지니어링 회사 AGP에 출자한 바 있는데,
AGP 인도법인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AIIB가 7,500만 달
러를 융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AIIB가 중국당국의 지경학적 수단
으로만 활용되고 있지 않음과 동시에, 비록 일본은 AIIB 가입국이 아니지만 인
프라사업이 AIIB 가입국에 소재하고 있으면 일본기업도 AIIB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IB가 중국당국의 지경학적 수
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은 [글상자 5-2]를 참고할 수 있다.

185) 일본에서 중국의 AIIB 설립을 지경학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연구로는 Shintaro(2006)가 대표
적이다.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의 패권국인 미국을 배제하고 자국이 주도권을 쥔 지역금융메커
니즘을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ADB를 설립하고 AMF 설립을 추진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AIIB 설립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배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AIIB의 거버넌스 구조 등도
비판하고 있다.
186) Paterson(2021), p. 11. 2021년 9월 기준 AIIB 가입국은 102개국이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상임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 경영진이 비교적 높은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
른 국제개발은행(MDB)들과 유사하다.
187) 「中国主導の国際金融機関AIIBをしたたかに利用する日本企業」(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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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2. AIIB의 지경학적 평가
- 중국당국이 AIIB를 지경학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근거는 중국이 가장 높은 26.6%의 의결
권을 확보하고 있어 자본금이나 정관 등 거버넌스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보유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2021년 현재 AIIB의 자산규모는 320억 달러로 추산되고, 회원국의 출자 약정을 감안하면 향후
2030년경에는 5,000억 달러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렇게 되면 AIIB는 매년 320억 달
러의 인프라 파이낸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 IBRD의 순 융자규모가 110억 달러
임을 감안하면 AIIB의 순 융자능력은 3배, 총융자능력은 약 1.5배에 달할 전망. 단 지금까지
AIIB의 융자실적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AIIB가 중국당국의 지경학적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는 다음의 3가지로 추론할 수 있음.
∙ 첫째, 프로젝트 편의(bias). 그러나 AIIB가 프로젝트 선정 시 중시하는 것은 다른 국제개발금융기
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성과 개발효과이지 일대일로의 대상 프로젝트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님.188)
다만 2019년 4월 현재 AIIB가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 39건(총액 79억 4,000만 달러)은 지리적
으로 대부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겹친다는 반론도 존재189)
∙ 둘째, 국가 편의(bias). 그러나 현재 AIIB 융자 관행을 보면 친중 국가에 대한 편중현상은 나타나
지 않고 있음. 오히려 AIIB의 최대 융자대상국가는 중국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인도임.
∙ 셋째, 조달 편의(bias). AIIB의 인프라투자 프로젝트 중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은 거의 드물어서
중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현재 AIIB의 융자는 World Bank, ADB, IBRD와의 협조융자(co-finance)가 대부분이고,
직원의 국적 구성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은 20%에 불과,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의 신용등급 역시
A+++라는 점은 AIIB를 중국당국의 지경학적 수단으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음.190)
자료: Paterson(2021).

2. 일본의 통상 전략
가. 규범에 기초한 통상질서 구축
전후(戰後) 일본은 이른바 평화헌법 제9조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책략을
외교ㆍ통상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였다.191) 1977년 후쿠다 독트린(Fukuda
188) 「中国主導の国際金融機関AIIBをしたたかに利用する日本企業」(2021. 8. 13).
189) 「AIIBの最新状況(2020年版): 中国主導の一帯一路の影に隠れた実態とは?」(2021. 6.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7).
190) Auslin(2017)은 AIIB를 중국의 지경학적 수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AIIB-ADB 간 경쟁을 통해
AIIB의 융자관행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Auslin(2017), “China vs. Japan: Asia’s Other
Great Game,”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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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rine)에 입각한 아시아외교,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일본의
AMF(Asian Monetary Fund) 설립 제안 및 그 후의 ASEAN+6 FTA 구상
(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제안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미국과
독립된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미국이 주도한 국제질서에 편승
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었다.
2010년 이후 일본은 아태지역에서의 지경학적 환경변화에 맞춰 2가지 전략
을 채택하였는데, 하나는 지경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회피 전략(hedging
strategy)이고 다른 하나는 아태지역의 통상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WTO와
같은 규범에 기초한 제도(rule-based institutions)를 활용하는 전략이다.192)
첫 번째의 위험회피 전략이란 아태지역의 통상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국과
협력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일본은 줄곧 중국을 국제통상질서로 편입시키려는
관여정책(engagement)을 추진했는데, 중국이 주도한 RCEP 협상에 일본이 참
여한 것은 대표 사례이다. 두 번째의 아태지역에서의 통상질서 구축에서 규범
에 기초한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이란 미국이 TPP를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의 TPP 협상을 통해 구축한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범을 그 이후의
CPTPP 협상에서도 견지함은 물론, 중국이 주도하는 RCEP 협상에서도 ‘지렛
대’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아시아ㆍ태평
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를 제안한
것을 염두에 두면 일본은 TPP에 구현된 21세기형 통상규범을 아태지역 경제
통합의 ‘템플릿’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도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법의 지
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제13차 샹그릴라 국제회의(Shangri-La
Dialogue)에서 아베 총리는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
191) Tamaki(2020), p. 387.
192) Katada(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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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아태지역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3대 원칙, 즉 국제법 준수, 무력사용
배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을 역설하였다.193) 일본의 법의 지배를 위
한 3대 원칙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 외교가 개도국의 사회ㆍ경제적 환
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인데, 이것은 ‘규범에 기초
한 국제질서’를 강조함으로써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외교활동을 제약하
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다만 일본이 강조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개
념은 앞에서 살펴본 ‘인도ㆍ태평양 구상’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지배, 항해ㆍ
항공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유무역의 증진은 포함하지만,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적 체제 확립이나 인권보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바꿔 말하면, 일
본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도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지 결코 내정간섭
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는데, 이것 역시 일본정부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존중하
는 외교정책의 결과이다.194)

나. CPTPP와 RCEP의 의의
일본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195)의 의의를 세계 GDP, 무역 및 인구의 약 30%,
일본 무역 총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서, 역내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경제발전 단계나 제도가 서로 다른 다양한 국가 간에 지식재산권, 전
자상거래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통상규범을 정비하여 역내 무역ㆍ투자 촉진과
공급망(supply-chain)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196)
193) Tamaki(2020), p. 394.
194) Tamaki(2020)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외교정책 관점에서 2019년 7월 일본이 한
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한 수출규제조치를 한국 측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한ㆍ일기본조약을
위반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Tamaki(2020), p. 397.
195) 2012년 11월 ASEAN+6(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2020년 11월
협상을 타결하였으나, 타결 직전에 인도가 협상에서 탈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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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총장 역시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미ㆍ중 갈등이 심화되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가
운데, RCEP은 아태지역에서 무역ㆍ투자 측면에서의 의의 못지않게 이 지역에
서 지식재산권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공통의 통상규범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진단하였다. 나아가 중국이 지경학적 수단으로서 RCEP을 활용
하였다는 주장(글상자 5-3 참고)에 대해서는 메가 FTA를 특정 국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강대국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간 협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RCEP에 참여한 것
은 오히려 다자간의 공통의 통상규범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197) RCEP 협상에 일본 측 대표로 참여한 다나카 시게히로(田中繁広) 경제
산업성 심의관 역시 RCEP의 의의에 대해, 첫째 동아시아지역의 각국들이 기
체결 양자간 FTA를 총괄했다는 점, 둘째 전자상거래나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에서 WTO를 뛰어넘는 통상규범을 확립했다는 점, 셋째 중국이 RCEP에 참여
하여 공통의 통상규범을 수용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198)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자 일본이 주도하여
2018년 3월 협상이 타결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199)의 의
의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아태지역에서 물품 및 서비스의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환경 등 광범
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트럼프

196) 外務省 외(2021. 3),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9).
197) MITIジャーナル(2021a), 「RCEPの世界へようこそ: アジア経済統合15年史そして未来へ」, p. 1,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9).
198) MITIジャーナル(2021b), 「RCEPの世界へようこそ: アジア経済統合15年史そして未来へ」, p. 1,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9).
199) 미국이 주도하여 2015년 10월 협상을 타결한 협정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고, 미국 탈퇴 후 11개국이 협상을 타결한 협정은 CPTPP라고 한다.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 135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CPTPP는 ‘자유롭고 공정한 21세기형 통상규범’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보 전진이며, 미국이나 다른 아태지역ㆍ국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메시지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200) Ajibo et al.(2019)이 CPTPP의 특징으로서 아태지
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FTA의 비효율성(noodle bowl effect)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주의를 다자화하고(multilateralization of regionalism), WTO가 규정
하는 비차별주의적이고 규범에 기초한 통상질서를 정착시킨 점을 들고 있는 점
과 일맥상통한다.201)
일본정부가 예시하고 있는 CPTPP의 ‘21세기형 통상규범’이란 첫째 투자
분야에서 투자대상국의 정부가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 둘째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고속화물의 6시간 이내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명시한 것, 셋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경 간 정보(데이터)의 자유
로운 유통 확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소스코드(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대한 이전ㆍ접근 요구 금지,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
구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을 명시한 것, 넷째 국영기업 분야에서 다른 체결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비상업적 지원을 금지한 것, 다섯째 지식재산
권 분야에서 모방ㆍ위조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202)
요컨대 일본정부를 비롯한 대다수의 일본 여론은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CPTPP 협상을 주도함과 동시에 중국이 주도한 RCEP에도 참여한 것은 ‘규범
에 기초한 통상질서’라는 통상 전략을 견지함으로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
방주의(unilateralism)가 초래한 ‘법에 기초한 국제통상규범’203)의 공백을 메
200) 外務省(2021. 3),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 p.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7).
201) Ajibo et al.(2019), p. 427.
202) 外務省(2021. 3),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 p. 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7).
203)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소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일방주의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후 형성된 다자간 국제통상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게 중론이다 . 여기서 다자간 국제통상
질서는, 첫째 양자간 및 지역주의적 외교, 둘째 법에 기초한 통상규범(trade rule of law),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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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글상자 5-3. 지경학 관점에서 RCEP과 CPTPP를 바라보는 2가지 시각
- 지경학적 관점에서 RECP 협상타결을 일ㆍ중 간 지역패권경쟁에서 중국의 승리로 규정한 대표적인
연구는 일본 IDE(아시아경제연구소)의 하마나카 신타로(浜中慎太郎)임.
∙ 그는 RCEP의 출범에 의해 동아시아가 중국이 원하는 국제통상규범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전락
하였다고 진단
∙ RCEP 협상과정을 되돌아봐도 2012년 11월 당시 일본과 중국이 RCEP 협상개시에 합의한 것
을 두고, 중국이 일본의 요구대로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분야도 협상범위에 포함하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3국도 협상국가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이 TPP 협상에
관심을 표명하자 일본을 ‘중국진영’에 묶어둘 필요성에서 RCEP 협상개시에 응했다고 주장
∙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TPP 협상을 탈퇴하자 중국은 RCEP 협상타결에 매진하였고,
RCEP 협상이 타결되자 마치 자신이 ‘자유무역의 기수’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나아가 RCEP을
미국이 주도한 국제통상규범을 대체한 개도국도 참여할 수 있는 중국 주도의 국제통상규범의 전
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
∙ RCEP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주도한 국제통상규범 중 일본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분야라고 지적. 첫째 투자에 관한 분쟁처리 분야. 예를 들어 일본기업이 중국정부의 정책 변경에
의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본기업이 중국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ISDS(투자
자-국가분쟁해결) 조항은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RCEP에 반영되지 않음. 둘째 RCEP의 전
자상거래 분야에서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금지에 관한 언급은 존재하지만, 문제는
분쟁처리를 금지함으로써 구속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반면 고쿠시칸대학(国士舘大学)의 스케가와 세이야(助川成也)는 RCEP과 TPP는 원래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달랐다는 점에서 지경학적 접근을 거부
∙ RCEP 협상은 그 ‘원류’가 5개의 ASEAN+1(한국,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 FTA에 이
어서 동아시아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공급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에서 출발하였고, 자유화 수
준도 처음부터 예외품목이나 대상 외 분야를 설정하는 등 유연성을 큰 무기로 함.
∙ RCEP 협상은 TPP와 달리 상품무역을 중시. RCEP의 원류인 ASEAN+1 협정문은 아세안ㆍ호주ㆍ
뉴질랜드 FTA(AANZFTA)를 제외하고 모두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3분야로 구성되어 있
는데, 상품무역 중심인 관계로 특히 서비스무역의 시장접근은 자유화 수준이 비교적 낮게 책정
∙ RCEP에 국영기업, 정부조달, 환경ㆍ노동 분야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약한 이유는 ASEAN
의 특성상 많은 국가들이 협상대상에 이들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에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임. 단
전자상거래 분야는 협상과정에서 협상범위에 추가되어 중국으로부터 ‘국경 간 정보의 이전’, ‘데
이터 현지화 요건’에 대해 양보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둠.
- 한국 아산정책연구소의 이재현은 RCEP은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중
국이 아닌, ASEAN의 선택이었음을 강조

WTO 및 이에 기초한 다자간 분쟁해결 시스템, 그리고 자국의 안보이익보다는 공평과 재분배에 대
한 관심이라는 4가지 기본특성을 지니고 있다. Koh(2019), p. 9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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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3. 계속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지역에 2개의 지역경제통합론, 즉 하나는 ASEAN+3
가 추진한 EAFTA(East Asia Free Trade), 다른 하나는 ASEAN+6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협상테이블에 올린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가 각각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하에 경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험이 있음.
∙ RCEP은 그 대안으로서 2012년 11월 ASEAN이 제안한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론임. 당시 동
아시아 국가들이 RCEP 협상개시에 합의한 배경은 미ㆍ중 간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위협과 위
기의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가능
∙ 나아가 RCEP 타결로 중국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경학적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 즉 RCEP은 한ㆍ일, 일ㆍ중 관계를 제외하면 ASEAN의 기존 양자간 FTA의 틀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RCEP의 지역통합 수준 역시 특별히 높은 편이 아니어서 동아시아지역의 통상질서를 재편할 만
큼의 위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RCEP은 중국의 지경학적 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단언
자료: 浜中慎太郎(2020); 助川成也(2021. 4. 5), 「RCEPはCPTPPより劣っているの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9);
Lee(2021).

다. CPTPP: 21세기형 통상규범
CPTPP는 투자,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식재산 등의 중요 분
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21세기형 FTA라고 하는데, 이
하에서 이러한 분야에서 CPTPP와 RCEP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먼저 CPTPP의 투자 장(章)에서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공정ㆍ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 및 보장, 특정 조치의 이행요건(현지조달, 기술이전 등) 원칙
금지, 정당한 보상 등을 수반하지 않는 수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의 TPP에서는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해결(ISDS)을 위한 절차도 규정했으
나 CPTPP에서는 이를 동결하였다. 일본정부는 CPTPP 투자 장의 규율범위가
포괄적이고, 새로운 특정 조치의 이행요건을 금지하는 등 이전의 투자 관련 협
정에는 없었던 규정을 포함한 점이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204)
204) 内閣官房(2015a),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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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관당국 및 무역원활화 장에서는 통관절차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 있는 적용, 체약국 간 협력 촉진, 국제기준에의 조화, 통관절차의 신속
화, 행정상 및 사법상의 심사의 확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신속통관(화물 도착 이후 48시간 이내 인수 허가), 특송화물의 6시간 이
내 인수 허가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205)
셋째, 전자상거래 장은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규범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일
본정부가 자부하는 분야이다. 특히 전자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동 인정,
컴퓨터 설비의 자국 내 설치(서버 로컬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은 일본이 기체결한 FTA에는 없었던 수준 높은 규정이다.206)
넷째, 국영기업 등에 특화된 규정도 WTO 협정 및 일본이 기체결한 FTA에
는 없었던 것이다.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기업 장에서는 다른 체약국 기업에 대
한 무차별 대우, 체약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영기업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 금지(즉 보조금 등을 통한 정부의 우대조치 금지),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체약국에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규
정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영기업과 대등한 경쟁조건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하였다.207)
다섯째, 지식재산 장의 대상은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의장, 저작권, 공개
되지 않은 정보 등이다. 이 장은 WTO의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를 웃도는 수준의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행사(민사ㆍ형사상의 권리행사 절
차 및 국경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의 추진을
도모하였다.208)

205)
206)
207)
208)

内閣官房(2015a), p. 16.
위의 자료, p. 27.
위의 자료, p. 29.
위의 자료,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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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요 핵심 규정의 CPTPP 및 RCEP 간 비교
구분

CPTPP(2018년 12월 발효)

RCEP(15국 2020년 11월 서명)

- 투자처의 국가가 투자기업에 기술이전 - 투자기업에의 기술이전 요구 등 8가지에
투자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ISDS 규정은 동결

대해 이행의무를 금지
* ISDS 논의는 발효 후 2년 내에 시작

- 통관절차의 일관성, 투명성 확보, 신속화 - 통관절차의 일관성, 투명성 확보, 신속화
무역원활화

및 간소화 규정 도입
* 특송화물의 6시간 이내의 인수를 명기
- 국경을 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확보,

전자상거래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 소스코드(소프트웨어 설계도) 이전 및
접근 요구 금지

및 간소화 규정 도입
* 특송화물은 6시간 내 통관 허용
- 데이터 이전 원활화 확보,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 소스코드 이전 및 접근 관련 조항 없음.

- 타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대우
국영기업

- 비상업적인 지원에 의해 다른 체약국의 - 이에 대한 장(章)이 없음.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
-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의장, 저작권, - 저작권ㆍ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재권

지식재산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 규정
- WTO TRIPs를 웃도는 수준의 보호

전반에 걸쳐 WTO TRIPs 이상의 보호
- 일부 분야는 CPTPP와 유사

자료: 内閣官房(2015a), p. 16, pp. 18~19, p. 27, p. 29, p. 30; 관계부처 합동(2021), p. 21, p. 54, p. 57, p. 61,
p. 76, p. 211.

또한 [표 5-3]에서 보듯이 CPTPP 투자 및 무역원활화 장의 규정은 RCEP에
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지식재산 장은 저작권ㆍ특허ㆍ상표ㆍ디자
인 등 지재권 전반에 걸쳐 WTO TRIPs 이상의 보호규범을 마련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CPTPP 등 최근 통상규범과 유사하거나 현대적인 규범 요소를 도
입하였다. 다만 CPTPP의 전자상거래 장에서 핵심 규정인 국경 간 자유로운 정
보 이동 인정,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규정은 RCEP에도 적용되었으나, 소스코
드 이전 및 접근 요구 금지 조항은 제외되었다. 또한 국영기업에 대한 분야는
RCEP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의 주요 규정 비교에서 보듯이 RCEP은 CPTPP에 비해 일부 규정의 비
포함(국영기업), 느슨한 규정(전자상거래)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대해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郎)는 CPTPP는 자유화에 관한 규율이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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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큰 국가나 시장이 미성숙한 후발국의 참가가 어
렵고, RCEP은 후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후발국 우대)이 중요한 목적이
라고 평가하고 있다.209)

3. 일본의 신통상 전략
가. 신통상 이슈: 일본의 입장
최근 미ㆍ중 간 통상마찰의 지속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더해 코로
나19 대유행에 따른 주요국의 의료품 관련 수출제한조치 도입210) 등으로 자유
무역체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성의 통상백서
(2021)는 향후 일본의 통상정책과 기업활동에서 감안해야 할 국제적인 조류
로서 ① 각국의 경제안보 강화 ② 국제경제활동에서의 공통가치에 대한 관심
고조 ③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라는 주요한 3가지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조류는 코로나19 충격에 의해 기존의 것이 가속화되거나 새
롭게 표면화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
하고 있다.211)
먼저 각국의 경제안보 강화차원에서는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
급망 강화를 중심으로 동맹국 간에 연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9) 浦田秀次郎(2021), p. 5.
210) 영국의 Global Trade Alert(GTA)에 따르면, COVID-19 대유행과 관련하여 2020년 1월부터 각
국에서 도입된 수출제한조치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142건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3~4월 급격히 확대되어 130건을 상회한 후 대유행의 완화 및 재확산에 따라 소폭 증감하고 있으
며, 2021년 7월에는 정점인 145건을 기록하였다. Global Trade Alert(2020), “21st Century
Tracking of Pandemic-Era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in Food and Medical Products–
Download all data & figur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211) 経済産業省(2021b), p. 18. 이 통상백서에서는 이러한 3가지 조류에 추가하여 각국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인 충격이 집중된 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대응을 웃도는 규모
로 적극적인 경제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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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경제활동에서의 공통가치에 대한 관심 고조는 2015년 파리협정 채
택 이후 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미국ㆍ유럽에서 인권보호실사
(human right due diligence)의 법제화 확대212) 등에 연계되어 있다. 셋째,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뿐만 아니라 작금의 코로나19 감
염 억제와 경제활동의 양립이 중요한 상황하에서 비대면 업무방식의 확산, 전
자상거래 확대 등 디지털기술의 이용이 가속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213) 이를
통해 일본정부가 신통상 이슈로서 특히 공통가치로서의 환경, 인권ㆍ노동과 전
자상거래(디지털무역)의 3가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
제적인 조류하에서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등의 분야는 향후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 이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ㆍ사회적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한ㆍ중ㆍ일이 체결한 주요 양자간ㆍ다자간 FTA의 협정문에 전자상
거래, 노동, 환경의 세 부문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표 5-4]를 통해 살펴보면, 우
선 전자상거래 부문은 한ㆍ중ㆍ일이 체결한 주요 FTA의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
어 있다. 반면 노동 부문은 중국이 참여한 RCEP, 한ㆍ중 FTA, 중ㆍ호 FTA에
서 모두 미포함이며, 환경 부문은 RCEP 및 중ㆍ호 FTA에서만 제외되어 있다.
즉 전자상거래 부문은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한ㆍ중ㆍ일의 모든 국가가 이를 FTA 협
정문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 각 FTA별로 전자상거래의 규정은 상
이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디지털무역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한
다. 또한 환경 및 노동 부문은 국내제도적 기반의 축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
국이 체결한 주요 FTA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212) 인권 문제는 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를 검토하는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중간보고서)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미국ㆍ유럽에서 인권 억압에 대한 무역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여된 외국기업과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일본기업의 국제적인 등급 설
정에 악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도 외국에서의 인권 억압에 대한 무역관리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経済産業省(2021c), p. 13.
213) 経済産業省(2021b), pp.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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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한ㆍ중ㆍ일이 체결한 주요 FTA에서 신통상 이슈 포함 현황

CPTPP
신통상

(2018년

이슈

12월
발효)

RCEP
(15국
2020년
11월
서명)

한ㆍEU

한ㆍ미

한ㆍ중

중ㆍ호

일ㆍEU

일ㆍ영

(2011년

(2012년

(2015년

(2015년

(2019년

(2021년

7월

3월

12월

12월

2월

1월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발효)

전자상거래

○

○

○

○

○

○

○

○

노동

○

-

○

○

-

-

○

○

환경

○

-

○

○

○

-

○

○

주: 1) 협정문 구성은 CPTPP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타 협정문에서는 그 구성 내용이 다른 장(chapter)이 아니라 절(section)
이거나, 다른 장에 포함된 경우도 있음.
2) 한ㆍEU 및 일ㆍEU FTA에서는 노동 및 환경 부문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外務省, 「我が国の経済連携協定(EPA／FTA)等の取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 우리나라 F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协定专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일본의 경우 자국이 주도한 CPTPP에서는 위의 3가지 이슈를 별개의 장으
로 포함시켰으나, 일ㆍEU 및 일ㆍ영 FTA에서 전자상거래는 제8장에, 환경 및
노동은 제16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과는 별도로 디
지털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2019년 4월 개시 → 2019년 10월 서명
→ 2020년 1월 발효).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 기존 형식의 FTA 추진이 어려운
경우 디지털무역 분야의 협정을 별도로 체결한 첫 사례로, 향후 일본이 이 부문
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중
FTA에서 환경 부문을 별도의 장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한ㆍEU 및 한ㆍ미
FTA의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적용범위, 보호수준, 다자간 협
정에서의 협력, 환경조치 집행, 양자협력, 환경과무역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
시켰다. 이하에서는 일본정부의 관점에서 디지털무역, 환경, 노동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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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무역214)
이하에서는 디지털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WTO, G20
차원 등의 글로벌 논의와 양자간ㆍ다자간 FTA 협상으로 대별하여 검토한다.

1) WTO에서의 논의
WTO에서는 2021년 현재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이 싱가포르 및 호주와 함께 공동 의장국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 협
상은 2018년 3월 WTO 71개국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에 근간을 두
고 있으며, 2019년 3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2021년 9월 기준으로 참여국이
86개국으로 늘어났다.215) 이 협상의 목표는 디지털 데이터에 관련된 다수국
간(또는 복수국 간)의 무역규칙, 즉 ‘WTO하의 디지털무역협정’의 형성에 있으
며, 2021년 12월에 개최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협상 참여국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협상에 적극적인 의장국(3
개국)을 포함한 선진국(미국, EU,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그룹, 이들 국가
와 견해를 달리하는 BRICs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등(인도와 남아공은 미참가)
의 그룹, 중립적인 다수의 개도국 그룹의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WTO 본래의 무차별 원칙의 이념
에 따른 디지털무역규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국(그룹)에 유리한 규범
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216) 대표적으로 미국은
214)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는 용어 측면에서 디지털무역과 전자상거래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중국은 전자상거
래에서 상품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규엽, 강민지(2021), p. 10. 본 연구에서 WTO 협상 및
FTA 협정문에 대한 설명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특징은 기술중
립성(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해 수단ㆍ기술에 차이는 있지만 그 밖의 요소는 중립적이라는 의미), 경
제적 발전 기회(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 거래의 이익 확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일치된 대응 추진 필
요), 거래 신뢰 환경(악질성의 사기, 정보유출 기회 증가 등의 위험 측면에서 이를 회피 및 경감시키
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치된 대응 추진 필요) 등이 있다. 経済産業省(2021a), p. 639.
215) 이규엽, 강민지(202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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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EU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신뢰성을 중시하
며, 중국은 주권이나 개도국의 지원을 토대로 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217)
또한 2020년 12월에는 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관한 공동의장 보고가
발표됐는데, 여기에서는 당시까지의 주요한 진전으로 전자 서명 및 전자 인증,
종이 없는 무역(무역 관련 문서의 전자화), 전자 송신에 대한 관세, 개방된 정부
데이터, 개방된 인터넷 접근, 소비자 보호, 스팸메일, 소스코드 등에 관한 소수
국 회합에서의 양호한 진척을 들었다.218) 그런데 이 협상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 제정 수준, 용어 및 관심 분야에서 참여국별로 차이가 있으며,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미ㆍEU 간 대립),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전자 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선진국과 개도국 간) 등의
핵심 쟁점에서 각각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9)

2) G20에서의 논의
일본은 G20 차원에서 데이터 유통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19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디지
털경제를 위한 ‘신뢰성이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 Data Free Flow
with Trust)’을 제언하고, 같은 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데이터 유통
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프로세스로서 오사카 트랙
(Osaka Track)의 추진을 주장하였다. 이 오사카 트랙은 개인정보와 보안ㆍ지
216) 한편 WTO의 틀 밖에서는 일본이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무역 자유화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미ㆍ일 디지털무역협정, 영국ㆍ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싱가포
르ㆍ뉴질랜드ㆍ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등이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ㆍ호주 FTA(2003년 발
효)와 같이 기존의 전자상거래 장을 새로운 디지털 이코노미 장으로 개정(2020년 12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태지역에서 디지털무역의 자유화에 가장 적극적인데, 이는 싱가포르가 전
통적인 재화ㆍ서비스의 무역중계지, 디지털 데이터 네트워크의 허브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岩田, 伸人(2021), 「WTOデジタル貿易協定の行方」, (一財)国際貿易投資研究所,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217) 上谷田卓(2020), p. 110.
218) 外務省(2020. 12. 15), 「WTOでの電子商取引交渉に関する共同議長報告の発表」,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1. 8. 13).
219) 이규엽, 강민지(2021), p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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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산권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면서, 기업의 사업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유익하
도록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데이터의 유통 및 촉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DFFT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디지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유통) 자
유화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과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등 신뢰성을 중시
하는 EU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이 분야의 국제규범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후 일본은 오사카 트랙의 실현을 위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OECD
의 무역 글로벌 포럼220) 등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221) 또한 이
DFFT의 규율은 일본이 추진한 FTA(CPTPP, 일ㆍ영 FTA의 전자상거래 장)와
미ㆍ일 디지털무역협정에 반영되어 있다(그림 5-2 참고).

그림 5-2. 일본의 FTA(전자상거래 장) 및 디지털무역협정에 포함된 주요 DFFT 관련 규정
국경 간 데이터 유통의 자유화 (*)
정보국경이동

(*단, 일정 조건하에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따른 예외를 허용)

사업 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가
데이터의 국내 보존 요구 금지
사업 수행의 조건으로서 자국 영역 내 서버 등의
컴퓨터 관련 설비 설치 요구를 원칙 금지

신뢰성(데이터의 안전•안심)(*)
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공개 요구 금지
소프트웨어 판매•이용 등의 조건으로서 해당 소프트
웨어의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의 이전과 접근의 요구
를 원칙 금지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인 국경 간
정보 이전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과 같은 규제의
도입을 억제하는 효과
거액 투자와 거점 설치를 하지 않고 해외 소비자
및 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이점
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규제 도입을 억제하는 효과
(*단, 행정, 사법 절차에 필요한 접근 요구는 대상 외)
기업의 기밀정보인 소스코드, 알고리즘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

개인정보 보호 /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적 틀의 채택•유지
온라인상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제정•유지
ICT제품의 암호공개 요구 금지
ICT제품에 사용되는 암호정보의 이전과 접근의 요구
를 원칙 금지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확보해
디지털 경제로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
ICT제품에 포함된 기업비밀과 ICT제품을 이용한
통신 등에 대한 암호에 의한 보호가 위험에 노출
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효과

자료: 外務省(2021), 「DFFT: Data Free Flow with Trustとは」,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220) 2019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서 디지털무역에 관한 특별 세
션이 개최된바, 데이터와 디지털경제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편익과 그 실현을 향한 과제, 규범 형성의
중요성, OECD 및 WTO 등 국제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外務省(2019. 11. 1),
「大阪トラックㆍプロセス(OECD貿易に関するグローバルㆍフォーラムにおける特別セッションの
開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221) 外務省(2021. 3. 26), 「国際的ルール作りと政策協調の推進-大阪トラックㆍプロセス」,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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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간ㆍ양자간 FTA에서의 논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최초의 FTA는 2003년 호주-싱가포르
FTA이며,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증가경향에 있다. 이들 FTA에서는 적용범
위,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관세나 무역절차 등의 국경조치, 소비자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제나 체약국 간 협력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
함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제한이나 체약국 내 컴퓨터 설비(서
버) 설치 의무화 등과 같은 데이터 현지화의 조치가 국제적인 사업 전개를 저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FTA에 포
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22)
일본의 주도로 2018년 12월에 발효된 CPTPP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에서
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표 5-5 참고). 즉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 요구 금지 등의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위한 핵심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규범의 형성을
이끌었다.223) 다만 일ㆍEU FTA(2019년 2월 발효)에서는 디지털 제품의 비차
별 대우에 유보적이고, 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신뢰성을 중시하는 EU의 입장이
반영되어 CPTPP와 비교해 디지털무역 관련 규정의 채택이 많지 않았다. 또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 규정은 FTA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필요
성에 대해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일ㆍ영 FTA는 기본적으로 일ㆍEU FTA를 계
승한 가운데, 새롭게 소스코드 공개 요구의 금지 규정대상에 알고리즘을 추가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 요구 금지, ICT
제품과 관련한 암호정보(cryptography)의 공개 요구 및 특정 암호의 사용
요구 금지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다.224) 또한 일ㆍ미 디지털무역협정에서는
222) 植田大祐(2021), p. 7, p. 9.
223) 이러한 규정 중에서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 요구 금지의 2개 항목은 일본
의 FTA 중에서 2016년 1월 발효된 일ㆍ몽골 FTA의 전자상거래 장에서 최초로 규정됐으며, 이후
CPTPP, 일ㆍ미 디지털무역협정, 일ㆍ영 FTA 등에서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経済産業省
(2021a), p.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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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에 포함된 소스코드의 공개 요구 금지,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
등의 규정에 추가하여 알고리즘, 암호법의 공개ㆍ이전 요구 등의 금지, SNS 등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플랫폼 기업)의 면책225)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었다. 또한 [표 5-5]에서 보듯이 일ㆍ미 디지털무역협정은 전자상거래 장의
중요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디지털무역 장과 함께 현시점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의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226)227) 이처럼 일본은 CPTPP를 통해 처음으로
소스코드 공개, 정보의 국경 간 이동, 컴퓨터 설비 설치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
핵심 규정을 채택했는데, 이는 광범위한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규
범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이들 규정은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 달
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허용 등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SNS 등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은 미국이 포함된 TPP, 일ㆍ미 디지
털무역협정에서는 채택됐으나, CPTPP(동결), 일ㆍEU 및 일ㆍ영 FTA에서는
채택하지 않은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5. 최근 일본이 체결한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규정 비교

주요 규정1)
(발효 시기)
관세 부과 금지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CPTPP

일ㆍEU

일ㆍ미

일ㆍ영

(참고)

FTA

디지털무역협정

FTA

USMCA2)

(2018년 12월) (2019년 2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0년 7월)
○

○

○

○

○

○

×

○

×

○

224) 外務省(2020), 「日英包括的経済連携協定(EPA)に関するファクトシート」, p. 11.
225) 이는 SNS상에서의 명예훼손과 같은 데이터 유통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포머 등의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 등의 플랫포
머를 가진 미국이 FTA 협상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上谷田卓(2020), p. 113.
226) 植田大祐(2021), p. 9.
227) 한편 중국이 주도한 RCEP의 전자상거래 장에는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 요구 금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암
호정보 공개 요구 금지 등은 제외되어 있다. 経済産業省(2021a), pp. 64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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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주요 규정1)
(발효 시기)

CPTPP

일ㆍEU

일ㆍ미

일ㆍ영

(참고)

FTA

디지털무역협정

FTA

USMCA2)

(2018년 12월) (2019년 2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0년 7월)
○

소스코드의 공개

(대량판매용

요구 금지

소프트웨어만

○

○
(알고리즘 포함)

해당)

정보의 국경 간

○

이전 제한 금지

(예외 있음)

컴퓨터 관련 설비의

○

설치 요구 금지

(예외 있음)

암호정보의 공개
요구 금지
SNS 등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재평가)

×
×
(동결)3)

(알고리즘 포함,
예외 있음)

○

○

(예외 있음)

(예외 있음)

○
×

○

(금융서비스
포함)

○
(예외 있음)

○
(알고리즘 포함)

○

○

×

○

○

×

×

○

×

○

주: 1) 주요 규정의 순서는 CPTPP의 전자상거래 장에 따름.
2) USMCA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함.
3) CPTPP의 ‘SNS 등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은 원래의 TPP에 포함되었으나 CPTPP에서 동결(민감
조항의 적용 유예)되었음.
자료: 荒木千帆美(2021), p. 233; 上谷田卓(2020), p. 113; 経済産業省(2021a), pp. 642~643.

마지막으로 일본이 체결한 FTA에서 디지털무역 관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
여 보다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
지,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 요구 금지 등의
조항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정부조달 등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관련 정보 공
개, 일부 금융서비스의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 요구 등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공개나 설치의 대상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적
절한 운용이 요구된다는 점이다.228) 또한 일ㆍ미 디지털무역협정에서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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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platformer)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는데,
SNS가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정보에 관한 악질성 등의 판단기준 설정,
판단 자체를 플랫폼 기업에 맡기는 것의 타당성, 이러한 규정을 FTA 내에 마련
하는 것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가 보다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229)

다. 환경ㆍ노동
최근 들어 양자간ㆍ다자간 FTA에서 환경과 노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
례가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환경 규정의 경우 전 세계에서 추진된 FTA 1건당
환경조항 수는 1995년 평균 10여 건에서 2018년 73개로 증가하고 있다.230)
또한 노동 규정을 포함한 무역협정은 1995년에 4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77
건에 이르렀다.231)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첫째, UN에서 리우선언(1992년),
SDGs(2015년), 파리협정(2015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2011년) 등이 채택
되면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FTA 상대국에서의 환경ㆍ노동 규제의
미준수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하락과 규제 완화 전쟁(race to the bottom)으
로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의 대두, 체약국 기업 간 규제 준수 차이의 제거를 통
한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 등이 있다.232) 뿐만 아니라 최근의 FTA에서는 환경ㆍ
노동 규정이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는데, 단순한 약속이나 기존 국제협정의 이
228) 荒木千帆美(2021), pp. 233~234.
229) 植田大祐(2021), p. 12.
230) Brandi et al.(2020), pp. 2-3.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Morin은 1945~ 2018년에 걸쳐 전 세계
에서 체결된 약 630건의 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전문에 포함된 300개 이
상의 환경 조항을 추적하는 DB를 구축(TREND: TRade and ENvironment Database)하고 있는
데, 이에 따르면 주요 국가ㆍ지역별 협정 건수 및 환경 조항 개수는 유럽 210개 협정 및 3,567개 환
경 조항, 미국 25개 협정 및 1,479개 환경 조항, 일본 18개 협정 및 823개 환경 조항, 한국 18개 협정
및 786개 환경 조항, 중국 17개 협정 및 451개 환경 조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TRade &
ENvironment Database–TREND ANALYTICS, DB 자료(검색일: 2021. 9. 1).
231) 池下譲治(2021. 5. 31), 「人権や環境に配慮した「公正な貿易」への希求」,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
232) 経済産業省(2021a), p. 658, pp. 66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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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실체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협정문 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233)
한편 FTA 협정문에 환경ㆍ노동 조항을 포함시킬 때 최대의 쟁점은 여기에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하여 경제적 조치의 채택
을 인정하는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노동ㆍ환경 조항의 준수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고, 미준수일 경우 경제적 조치의 채택
을 인정하는(제재 접근방식) 반면, EU는 노동ㆍ환경 조항의 진정한 준수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그러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교환과
함께 재정 및 기술 지원, 교육 등의 협력적 조치를 채택(협력 접근방식)하는 입
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준수확보 절차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 환
경ㆍ노동 규정의 전체적인 제도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234) 즉 미국의 경우에는
FTA 당사국 간 환경ㆍ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EU의 경우
FTA 일반 분쟁해결제도와 별개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장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를 규정
하고 있다.235)
일본이 추진한 FTA에서 환경ㆍ노동 규정은 CPTPP의 경우 개별 장으로 구
성되어 있는 반면, 일ㆍEU 및 일ㆍ영 FTA의 경우 이 2가지가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TSD) 장236)에 묶여서 반영되어 있다.
먼저 일본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서 환경 부문과 관련해 공통적인 요소
로는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 금지(투자 장), 환경에 관한 협력(협력
장), 상호 인증과 관련해 자국이 적절한 환경규제를 도입ㆍ적용 가능(상호승인
233) 이천기 외(2021), p. 3.
234) 秋山公平(2019), pp. 62~63.
235) 이천기 외(2021), pp. 4~5, p. 12, p. 19. 또한 EU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특별 분쟁해결제도
는 협의 및 전문가패널의 2단계로 구성되는데, 의무의 미준수에 대한 제재 부과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
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천기 외(2021), p. 5.
236) EU는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ㆍEU FTA에서 처음으로 환경과 노동이 포함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도입한 이후, 주요 FTA에서 환경과 노동 규정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함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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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이 있다.237) 특히 CPTPP에서는 발효 기준으로 최초로 독립된 환경 장
(제20장)이 설정되었는데, 상호 보완적인 무역 및 환경에 관한 정책 촉진,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효과적인 환경법령 집행 촉진, 무역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체약국의 역량 제고(제20.2조), 다자환경협정(MEAs)의 약속 확
인 및 협력 강화(제20.4조), 어업관리 및 IUU 수산보조금 금지(제20.16조)238)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해결은 환경협의, 고위대
표급 협의, 각료급 협의의 순서로 3단계 협의(제20.20조~제20.22조)를 거치
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해결 장(제28장)의 패널에 회부하게
된다(제20.23조).239)
또한 일본이 체결한 FTA에서 노동 관련 규정도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의
각 장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노동규제 완화에 의한 투자유치의 부적
절성에 대한 규정이 일ㆍ필리핀 FTA(2008년 12월 발효), 일ㆍ스위스 FTA
(2009년 9월 발효) 및 일ㆍ몽골 FTA(2016년 6월 발효)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서비스 장에서는 고용시장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상시
고용에 관한 조치에의 비적용,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 총수의 비제한 등을 요구
하는 규정 등이 있다.240) CPTPP 협정에서는 앞의 환경 부문과 마찬가지로 처
음으로 독립된 노동 장이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의 권리에 직접 관련된 체약국의 법률 등의 집행, 자국의 법률 등에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기술된 노동 관련 권리241)의 채택ㆍ유지(제19.3조),
무역 또는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자국의 법률 등에 규정된 보호수준을 약화 및
축소하는 조치(derogation) 금지(제19.4조), 노동법령에 대한 계몽 촉진(제

237) 経済産業省(2021a), pp. 658~659.
238) IUU 어업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을 의미
한다.
239) 経済産業省(2021a), p. 661; 内閣官房(2015a), pp. 76~78.
240) 経済産業省(2021a), p. 663.
241) 이 권리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승인,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ㆍ직업
에 관한 차별 철폐 등이 포함된다. 内閣官房(2015b),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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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조), 공중의 의견 제출 체계(제19.9조), 협력에 관한 원칙(제19.10조) 등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42)

표 5-6. 일본이 체결한 주요 FTA에서 환경ㆍ노동 규정의 내용
구분

환경

노동

- 다자환경협정(제20.4조), 오존층 보호(제 - 노동자 권리(제19.3조), 법령 완화ㆍ

CPTPP
(2018. 12
발효)

20.5조), 선박에 의한 오염으로부터의

면제 금지(Non Derogation)(제19.4조),

해양환경 보호(제20.6조), 환경위반조사

노동법 집행(제19.5조), 강제노동(제

요청 허용(제20.7조), 협력(제20.12조),

19.6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19.7

무역 및 생물다양성(제20.13조), 저탄소

조), 계발 및 절차상 보증(제19.8조),

경제로의 이행(제20.15조), 어업관리 및

공중의견

IUU 수산보조금 금지(제20.16조), 보존

19.10조), 노무협의회(제19.12조), 연

및 무역(제20.17조), 환경에 관한 소위

락담당자(제19.13조), 공중의 관여(제

원회 및 연락담당자(제20.19조), 협의,

19.14조), 협력을 위한 노동대화 및

분쟁해결 등(제20.20조~제20.23조) 등

노동협의(제19.11조 및 제19.15조)

제출(제19.9조),

협력(제

- 목적, 규제할 권리 및 보호수준, 국제노동기준 및 협약, 다자환경협정, 지속가능한
일ㆍEU FTA

발전에 도움이 되는 무역과 투자,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목재ㆍ목재

(2019. 2

제품의 무역, 어업자원의 교역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양식(aquaculture), 과학적인

발효)

정보, 투명성, 지속가능성 영향 검토, 협력, 무역 및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연락담
당자, 국내자문단, 시민사회와의 공동대화, 정부 간 협의, 전문가 패널, 재검토
- 노동자의 기본 권리(결사의 자유ㆍ단체교섭권,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폐지, 고

일ㆍ영 FTA

용ㆍ직업에 관한 차별 철폐) 존중, 무역 또는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ㆍ노동 관계

(2021. 1

법령에서의 보호수준 완화 및 저하 금지, 다자환경협정에서 환경ㆍ노동과 관련된

발효)

국제약속의 중요성 확인, 환경기술 촉진 등을 위한 협력
* 일ㆍEU FTA와 비교해 다른 내용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음.

자료: 内閣官房(2015. 11. 5),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TPP協定)の全章概要」, pp. 73~78; 外務省(2017), 「日EU
経済連携協定(EPA)に関するファクトシート」, pp. 40~41; 外務省(2020), 「日英包括的経済連携協定(EPA)に関す
るファクトシート」, p. 12.

일ㆍEU FTA는 CPTPP와 다르게 환경과 노동 규정을 제16장 무역과 지속
가능발전(TSD) 장에 포함하고 있다. TSD 장에서는 무역 또는 투자 촉진 목적
의 환경 및 노동 관련 법령상의 보호수준 완화(relaxing) 및 저하(lowering)
금지(제16.2조), 노동 및 환경에 관한 국제 약속의 중요성 확인(제16.3조 및 제
242) 経済産業省(2021a), p.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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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조),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및 정보교환(제16.6조), 어업자원의 보존
과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채택ㆍ
실시(제16.8조), 환경기술의 촉진 등을 위한 협력(제16.12조), 시민사회와의
공동대화(제16.1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해 양국간에 견해
의 차이가 있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제21장)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정부
간 협의를 실시하며, 이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 및 지속가능
개발 전문위원회를 소집ㆍ검토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제16.17조). 만약
위원회의 소집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내자문단과 시민사회도
이 분쟁해결절차에 관여(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제
16.18조). 한편 2021년 1월에 발효된 일ㆍ영 FTA의 협정문에서 무역과 지속
가능발전(TSD) 장은 일ㆍEU FTA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였다.243)244)
마지막으로 일본이 체결한 FTA에서 환경ㆍ노동 규정 부문의 특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CPTPP에서 자국이 거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낀
중강국 간 제휴(middle power coalition) 형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규
범의 제정에서 동아시아가 목표로 해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정립했다고 주장한
다.245) 특히 환경 조항과 관련하여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과잉어획 조업에 대한 보조금 및 IUU 수산보조금 등을 선제적으로 금
지보조금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양자간ㆍ다자간 수산보조금 규범 형성에 가
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246) 둘째, 미국이 주도한 TPP에서 민감

243) 外務省(2017), pp. 40~41;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FOR AN ECONOMIC PARTNERSHIP(일ㆍEU FTA 협정문);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JAPAN FOR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일ㆍ영 FTA 협정문).
244) 일ㆍ영 FTA의 TSD 장은 일ㆍEU FTA에서 제16.19조(검토) 삭제됐으며, 나머지 EU 관련 부분 삭제
및 수정, 제16.16조(시민사회와의 공동대화)의 1항에서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표현 추가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
245) 木村福成(2021. 1. 19), 「新局面の通商政策(上)-メガFTA戦略の展開カギ」(経済教室).
246) 이천기 외(2021),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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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는 CPTPP에서 개도국 등의 입장을 반영하여 동결하거나 유예한 점이
다. 즉 CPTPP에서는 TPP의 22개 항목이 동결됐는데, 환경 장에서 1개 항목
(제20.17조5항: 야생동식물의 위법포획, 거래를 억제하는 규정의 일부)이 포함
되었다.247) 그리고 수산보조금 프로그램(제20.16조6항)에서는 베트남에 대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248)249) 또한 TPP 기본합의 시점에 미
해결됐던 노동 장의 분쟁처리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에 대해 협정문에서 부속서
로 처리하고 노동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다.250) 셋째, CPTPP
와 일ㆍEU FTA는 분쟁해결절차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즉
CPTPP는 환경 및 노동 관련 분쟁 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일ㆍEU FTA는 EU의 주된 방식에 따라 지속가능발전(TSD) 장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설정하고 있다. 넷째, CPTPP 및 일ㆍEU FTA에서
모두 대화와 협력 메커니즘을 중시하고 있는데, 특히 일ㆍEU FTA의 발효 이후
일본은 EU와 함께 무역 및 TSD 장에 근거하는 전문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공동대화를 각각 두 차례씩 개최하였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2차 전문위원
회에서는 양측간 TSD장의 실시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지속 합의 등이 이
루어졌고, 제2차 시민사회와의 공동대화에서는 양측의 정부 및 민간 관계자가
참가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환경, 노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251)

247) 外務省(2018),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概要」, p. 3,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9. 7); 「TPP11「凍結」22項目、 最終調整３月上旬にも署名」(2018. 1. 18). 이 22개
동결 항목 중 11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48) CPTPP 협정문 제20장 제16조 제6항의 각주에서는 베트남이 이미 시작한 자원평가의 완료 목적하
에서만 이러한 유예를 부여하고 있다.
249) 또한 일본은 IUU 조업에 관련된 수산보조금은 금지하지만(구속성 조항), 지속적 어업 발전, 다면적
기능 발휘 및 지진재해 복구에 필요한 자국의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였다(비구속성 조항). 内閣官房(2015a), p. 33.
250) 経済産業省(2018), p. 2.
251) 外務省(2021. 6. 10), 「日EU経済連携協定(EPA)-新着情報」,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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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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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1. 총론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을 경제책략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
고 정부차원의 대응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 일본의 신통상 전략을 분석하였다.
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미ㆍ중 갈등
의 배경과 경제책략 유형 관점에서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
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서로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
다.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결과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
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 단계는 아니고,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1]의 왼쪽 하단의 ‘미ㆍ중 간 부분적 디커플링: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중
심으로’는 제2장의 결론을 표시한 것이다.
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먼저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
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일
본의 대중 수입의존도 관점에서 일본의 무역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
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보고서는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
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을 차이나
리스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짓고 있다. [그림 6-1]의 왼쪽 중간 부분에서
‘일ㆍ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유지’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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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본 보고서의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중국 현지 일본계 제조업 다국적기
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 일본기업은 현지 및 일본 조달과 현지 및
일본 매출(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 미ㆍ중 통상갈등과도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ASEAN은 일본계 다국적기업에 ‘China+1’ 전략
의 후보지로서 부상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림 6-1. 미ㆍ중 갈등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대응
일본의 전략적 대응

미ㆍ중 및 일ㆍ중 경제관계의 변화

·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20.4월)
·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담당장관 신설(’21.10월)
· 각 정부부처 경제안전보장 인력 대폭 증원(’22년)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국회 제출(’22.1월 목표)

일ㆍ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유지

미ㆍ중 간 부분적 디커플링: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경
제
안
전
보
장
전
략

정부의 추진체계 정비

· 대한(對韓) 수출통제 강화(’19.7월)
· 기술수출통제 강화: ‘간주수출’ 통제 도입(’21.6월)

일본판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

·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19.11월)
· 중국 화웨이·ZTE의 5G 통신장비 정부조달 금지(’18.12월)
· 5대 전략기반산업(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해상물류, 금융,
의료)→사이버보안, 재해, 공급망 리스크 대책 강구
· 반도체 전략 발표(’21.6월)
· 미·일 간 포스트 5G 통신장비 기술개발 합의(’21.4월)
· 쿼드, 희토류 공동개발 및 반도체 공급망 구축 합의(’21.9월)

미국과 중국의 경제책략 강화
코로나19 대유행

원칙: 규범에 기초한 통상질서 구축
신
통
상
전
략

·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포위망 구축 부정: 아시아태평양 ‘구상’,
중국 일대일로 ‘지지’, 일본기업 AIIB 융자 활용

CPTPP의 외연 확대

· 규범에 기초한 통상질서 구축:CPTPP(’18.3월 체결) 협상
주도, 중국 주도의 RCEP(’20.11월 체결)에도 참여

신통상 이슈: 협상주도

· CPTPP의 외연 확대: 영국, 한국, 태국, 중국, 대만 등이
가입 신청 혹은 검토 중
· 신통상 이슈에서 협상 주도: 디지털무역, 환경·노동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미ㆍ중 갈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그림 6-1]의 중간에서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신통상 전
략’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먼저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의
추진체계 정비와 3대 구성 요소인 일본판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을 살펴보았고, 신통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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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TPP 협상에 참여하면서 강조하기 시작한 ‘규범에
기초한 통상질서 구축’이라는 일종의 통상 전략 기조와 CPTPP의 외연 확대,
그리고 신통상 이슈라 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과 환경ㆍ노동 분야에서의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하 ‘각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
석 결과를 요약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가. 미ㆍ중의 수출통제: 경제책략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각종 경제책략을
동원한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결을 넘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대중 패권경쟁 의식은 2017년 12월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대중 관여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선언’한 데서 명확히 드러났는데, 중국의 ‘초한전’ 개념 도입이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 도입은 미국의 대중 전략을 전면 수
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책략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Baldwin(1985)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미국의 경제
책략 도입을 주장한 Blackwill and Harris(2016)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트럼
프 미국 행정부 이후 미국의 경제책략 유형을 무역정책과 투자정책으로 대별한
후, 다시 무역정책은 관세 부과,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투자정책은 대내 외
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무역정책 중 관세 부과 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28일 대중 추가관세조치를 결정하고 7월 6일 제1탄의 추가관세 부과조치
를 단행하였다. 미국의 대중 수입 340억 달러에 상응하는 818개 품목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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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보복관세로서 대두, 면화, 자동차 등
대미 수입규모가 큰 545개 품목(약 340억 달러)의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은 미ㆍ중 간 ‘관세전쟁’은 2019년 12월의 제4탄까지 이어졌고 2020년
11월 기준 미국의 대중 수입액의 약 70%가 추가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둘째, 무역정책 중 수출통제조치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수출통제개혁법
(ECRA)」에 근거한 리스트 규제, 수출관리규정(EAR 99) 규제, 군사최종사용
(MEU) 규제, 캐치올 규제, 엔터티 리스트(EL) 규제 등 5가지가 대표적인데, 일
반적으로 이중용도 품목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 규제의 경우 미국은 2018년
8월 ECRA 제정을 통해 재정비하였고, 중국은 2020년 10월 수출통제법을 제
정하여 수출통제의 범위를 일반적인 의미의 수출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통제 항
목을 전달하는 ‘간주수출’ 및 통제 항목의 ‘국내이전’과 ‘재수출’로 확장하였으
며, 기술, 화물, 서비스뿐 아니라 관련 기술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도 규제대상
에 포함하였다. 다만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경제책략으로서는 엔터티 리스트
규제가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 BIS가 2019년 5월 화웨이(68
개 자회사ㆍ관련 회사 포함)를 EL에 등재한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드론
제조업체 DJI(2020년 12월), 반도체 제조업체 SMIC(10개 관련 회사 포함,
2020년 12월), 슈퍼컴퓨터 관련 7개 기업ㆍ연구소(2021년 4월), 호샤인실리
콘인더스트리(合盛硅业)와 新疆生産建设兵団(XPCC) 등 5개 기업ㆍ단체(2021
년 6월)를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당국은 2020년 9월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과 수출통제목록, 2021년 1월 ‘차단조치’, 그리고
2021년 6월에는 ‘반제재명단’ 등 중국판 엔터티 리스트 제도를 도입ㆍ운용하
고 있다.
셋째, 무역정책 중 기술수출통제 유형을 보면, 미국은 별도의 기술수출통제제
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 수출통제조치의 궁극적 목적이 첨단기
술ㆍ민감기술의 대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리스트 규제와 엔터티 리
스트(EL) 규제가 대표적인 기술수출통제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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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과
기반기술(Foundational Technology)의 수출, 재수출, 국내이전에 관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기술의 대중 유출 금지를 더욱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20년 8월 수출금지ㆍ제한 기술목록을
개정하여 유전자공학, 3D 프린팅, 드론, 정보보안ㆍ암호 및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추가하여 이 항목의 기술수출을 제한 또는 금
지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었다. 2020년 12월에는 수출통제법에 근거하여
‘암호화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보안칩, 암호화 장치, 암호화 VPN 설비, 양자
암호 설비, 암호 분석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등 암호화 관련 14개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 간주수출 및 국내이전을 모두 통제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넷째, 투자정책상의 경제책략은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와 정부조달 금
지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였는데, 이전에는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51% 이상의 지배적 투자
만이 심사대상이었으나, 투자안건이 중요기술(critical technology)의 생산,
설계, 테스트, 개조 등과 관련되어 있거나 인프라 보유ㆍ운용ㆍ제조ㆍ공급
등과 관련되어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TID)를 취급하고 있으면 비지배적
(non-controlling) 투자라 할지라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단행하였
다. 미국은 대통령령 형태로 중국인의 미국기업 인수ㆍ합병을 저지하는 형태로
중국인의 대내 투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12월 외상
투자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강화 내용을 담은 ‘외상투자조치’를 발표하였다.
다섯째, 투자정책상의 정부조달 금지조치이다.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미국 국방부, 연방조달청(GSA), 항공우주국(NASA) 등
연방정부의 화웨이(통신장비, 스마트폰), ZTE(통신장비, 스마트폰), 하이크비전
(감시카메라), 다화테크놀로지(감시카메라), 하이테라(경찰 등 특정 용도의 무선
통신장비) 등 중국 5개 사에 대한 정부조달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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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미국ㆍ중국의 경제책략
구분

유형

미국

중국

제1탄 → 리스트1(2018. 7. 6):
보복관세 부과(2018. 7. 6):
818개 품목(340억 달러), 25% 추가 545개 품목(약 340억 달러), 25%
관세 부과
추가관세 부과
제2탄 → 리스트2(2018. 8. 23):
보복관세 부과(2018. 8. 23):
284개 품목(160억 달러), 25% 추가 279개 품목(약 160억 달러), 25%
관세 부과
추가관세 부과
관세부과

제3탄 → 리스트3(2018. 9. 24):
보복관세 부과(2018. 9. 24):
5,745개 품목(2,000억 달러), 25% 5,207개 품목(약 600억 달러), 5%~
25% 추가관세 부과
추가관세 부과
제4탄 → 리스트4A(2019. 9. 1):
3,243개 품목(1,200억 달러), 7.5% 보복관세 부과(2019. 9. 1):
추가관세 부과, 리스트4B(2019. 12. 1,717개 품목(약 750억 달러), 2.5%,
15): 555개 품목(1,600억 달러), 15% 5% 추가관세 부과
추가관세 부과

무역정책

리스트 규제: 수출통제개혁법(ECRA)
제정(2018. 8)

수출통제법 제정(2020. 12. 1)

엔터티 리스트(EL)

-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에 관한
규정’(2020. 9. 19)
-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
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

기술수출
통제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 수출금지ㆍ제한 기술목록 수정(2020.
8. 28): 수출금지ㆍ제한 기술목록(禁
- 리스트 규제. 엔터티 리스트 규제
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에 포함된
- 신흥기술과 기반기술에 대한 수출
항목의 기술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
통제(수출, 재수출, 국내이전)
- 상업용 암호화 기술을 수출통제목
록에 적용(2020. 12. 2)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2018년 8월)

-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제정(2020년
1월 시행) 및 외상투자조치(外商投资
安全审查办法)(2021년 1월 시행)

- 미국 연방정부의 중국 5개 사에 대
한 정부조달 금지조치(2019년 8월):

투자정책
정부조달
금지

화웨이(통신장비, 스마트폰), ZTE
(통신장비, 스마트폰), 하이크비전
(감시카메라), 다화테크놀로지(감시
카메라), 하이테라(경찰 등 특정 용
도의 무선통신장비)

자료: 본문 내용 정리.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63

나. 디커플링
Boustany and Friedberg(2019)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추가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시장의 개방을 압박하고 미국 내 투자규제 강화, 수
출규제 강화, 일부 품목에서의 대중 의존도 축소 등의 노력이 향후 미ㆍ중 경제
관계를 부분적 분리(partial disengagement) 단계로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하
였다. 가장 바람직한 미ㆍ중 간 경제관계는 ‘자유무역’이지만 냉전해체 이후 미
국이 추진한 대중 관여정책이 실패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비현실적 관계이
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미ㆍ중 관계가 미ㆍ소 냉전시대의 봉쇄처럼 극단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미ㆍ중은 여전히 서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고 미
국 동맹국이 대중 견제에 합세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252)
2018년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발동 이후 미국의 대중 수입이 급감함과 동시에, 가구, 가죽제품, 신발ㆍ모자,
전기ㆍ전자제품, 의류 등의 품목은 중국을 대체하여 베트남이 미국의 수입상대
국으로 부상하고 있다.253) 그럼에도 수입통계에서 수입지역이 분산화 되는 것
이 반드시 무역 측면에서의 대중 디커플링을 의미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OECD의 부가가치무역통계(TiVA)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제품이나 전자기기는 수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원재료와 부품을 중국에
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254)
중국 내 일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보아도 2018년 3월 시작된 미ㆍ

252) Boustany and Friedberg(2019), pp. 5-7.
253) 미국 입장에서 China+1의 후보지역ㆍ국가를 살펴보면, HS42(가죽제품, 여행용구, 핸드백)만이
ASEAN과 EU가 중국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HS94(가구ㆍ침구류ㆍ조명기구), HS64(신발ㆍ
모자), HS85(전기ㆍ전자제품), HS61(니트류 의류), HS62(비니트류 의류)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ASEAN, 그중에서도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U.S. Census Bureau, USA
Trade Onlin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9)를 기초로 분석.
254) 平岩有史(202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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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무역전쟁’이 일ㆍ중 디커플링을 촉진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6-2]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약 6,000개의 일본계 중국법인을 대상으로 매출액
추이를 조사한 것인데, 2015년 1/4분기 이후 중국 내 일본계 법인의 총매출액
은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의 코로나19 창궐 시점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 3/4분기 들어 중국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자 일본계 법인의 총매출액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 내 일본계 법인
의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의 매출(수출) 추이 역시 큰 변동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미ㆍ중 간 무역전쟁은 중국 내 다국적기
업에게는 공급망 전략을 재고하라는 신호탄이었지만, 많은 기업들은 중국 내
산업단지와 양질의 인력을 활용하는 기존의 현지화 전략을 고수하는 데 별 무
리는 없어 보이고, 다만 중국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2020년 11월 체
결된 RCEP을 활용하여 동남아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55)

그림 6-2. 중국 내 일본계 제조업 법인의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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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経済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2).

255) JETRO(2021. 8. 17), 「RCEPで一体化が進む中国ㆍASEAN市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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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ㆍ중 디커플링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기술인데, 이것은 미국의 경제책략과 중국의 대응에서 기인한다. 미ㆍ
중 디커플링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기술 분야, 그중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초크
포인트(choke points)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집중되어 있
다.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극소수로 한정된 상태에서 미국은 중
국의 반도체 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공세적인
산업정책을 동원하여 국내 외국인 반도체ㆍ장비 제조업체를 국내 업체로 대체
하려는 움직임은 기술 분야에서 미ㆍ중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
호탄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나 희토류와 같은 원재료, 나아가 군사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의 물품 역시 기존 공급망 구조에서 대체 공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ㆍ중이 초크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디커플링의 소지가 높
은 중요 투입재(critical inputs)라 할 수 있다.256)
향후 미ㆍ중 관계의 디커플링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
된다.257) 첫째, 중요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분야의 경우 5G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이 통
제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다. 전력, 철도,
상하수도 등 다른 중요인프라 분야에서 모든 중국산 IT제품을 배제하는 것은
대체재를 물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 특히 중국산 컴퓨터, 변환장비(switching equipment), 전화기 일체를 배
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민간기업의 협조를 얻어 각 제품의 공급망에 대
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미국 행정부가 그러한 조사ㆍ분석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둘째, 미국은 희토류, 특수합금,
미사일 및 탄약추진제, 인쇄회로기판 등 군수물자 일부를 비용효과성 측면과
국내 환경보호 차원에서 대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 디커플링
256) MERICS(2020), p. 38.
257) Boustany and Friedberg(2019), pp.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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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미 기술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인은 인민해방군의 신분을 숨기고 민간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중국의 당ㆍ정 조직과 민간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기술교류(technology flow)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미
국의 혁신역량만 손상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추진 중인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역시 제품화가 되기도 전에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증
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ㆍ중 기술교류는 포용적인 접근이 더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한편 향후 미ㆍ중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는 디지털 분야 중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분야라 할 수 있다.258) 중국과
미국, EU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해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규제 틀
(regulatory regimes)을 정비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거대한 개인정보 시
장을 노리고 있는 EU와 미국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구,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서방 동맹국 간의 ‘글로벌 데이터 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하면서 수출 주
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최대의 무역대국이자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전 세계 수출액 중 중국의 비중은 1995년
2.9%에서 2017년 13%까지 상승하였고, 전 세계 수입액에서 중국의 비중 역
시 1995년 2.6%에서 2017년 10.3%로 증가하였다. 일본과 중국 간 무역관계
258) MERICS(2020),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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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WTO 가입 직후인 2002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일본의 제1 수입상대국
으로 부상하였고, 전체 일본의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대중 수입의존도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그리고 2020년 코
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다소의 부침은 있었으나 2016년 이후 25%를 전후
하여 움직이고 있다.

가. 차이나 리스크
일본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 이후 일본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진단
하면서, 생산거점의 집중도 상승 문제를 거론하였다. 미국, 독일, 한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HS85(전기기기, 전자부품 포함), HS61~63(의
류), HS94(가구) 등의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 ‘집중’이 강화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経済産業省(2020)의 문제의식에 따라 2017년 기
준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위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2018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ㆍ중 디커플링 정책과 2020년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
면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 추이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10대 대
중 수입품목 중 대중 수입의존도가 현저하게 하락한 품목은 HS61(의류: 니트
류)과 HS62(의류: 비니트류)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259)
HS 6단위 기준 6,548개 품목 중 2017년 일본의 대중 수입 상위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2018년을 기점으로 대중 수입의존도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260)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일본은 2018년 미ㆍ중 디커플링 정책과 2020년 코
로나19 대유행과는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대중 수입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기업의 ‘탈(脫)중국’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
259) 제3장 [그림 3-4] 참고.
260) 제3장 [표 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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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첫째 중국의 제조업 관련 산업 집적이 높은 수준에 달했고 인력, 기술, 노하
우 측면에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후보지역을 찾기 어렵다는 점, 둘째 중
국은 2020년 2/4분기 이후 경기를 회복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261)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예기치 못한 중국 발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본기업의 서플라이체인 단절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특정 지역과 특정 재화에 대한 생산거점의 집중도 현상이 심각하
다는 인식이다.262) 2020년 4월 일본정부가 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을 통
해 자국 기업의 ‘탈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라는 지표만으로는, 예를 들어 HS 6단위
품목, 나아가 HS 10단위까지 품목을 세분화하여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100%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인지에 대해
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즉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80%를 넘는 노트북
PC(HS847130)나 기타 게임ㆍ운동용구(HS950490), 스마트폰(HS851712),
무선통신장치(HS851762) 등은 언제든지 대체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
국당국이 일본에 대해 수출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중국
으로부터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일본기업의 공급망이 단절될 것이
라고 예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나. 미ㆍ중 무역마찰과 중국 현지 일본기업
본 연구에서는 경제산업성의 ‘해외사업기본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
일본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 중 조달과 판매(현지 판매, 일본 역수입, 제3국 수
261) 平岩有史(2020), p. 4.
262) 経済産業省(2020),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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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초점을 맞춰 2018년 미ㆍ중 무역마찰이 중국 내 일본 다국적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 기업의 현지 조달
비율, 즉 현지화 비율은 2011년도에 이미 65%를 넘어섰고, 그 이후에는 2015
년도 74.3%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2019년도에도 70%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63) 여기에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율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2011년도 90.7%, 2015년도 90.3%, 2019년도 93.0%로 거의 대부분
의 중간재 조달을 중국 현지와 일본 본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계 제조업 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현지 판매 비율과 대일 수출 비율 역
시 2011년도 각각 67.7%, 20.2.%(합계 87.9%)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는
2015년도 각각 58.0%, 15.6%(합계 73.6%), 2019년도에는 각각 56.3%,
15.1%(합계 71.4%)로 전반적으로 저하경향을 보였으나, 그 공백을 기타 아시
아지역이 메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다국적기
업은 조달과 판매(수출) 측면에서 대미 의존도가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Sun et al.(2019)과 Zhang(2021)과 같은 미ㆍ중 무역마찰이 일본
의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실증연구 결과는 미ㆍ중 무역마
찰의 악영향을 과대평가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China+1으로서의 ASEAN
본 연구는 미ㆍ중 무역마찰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China+1’ 전략, 즉 차이
나 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 중국을 대신한 투자 후보지로서 ASEAN을 주목하
고 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검증하였다. 먼저 중국의 인
건비 상승과 2010년의 ‘센카쿠 열도’ 분쟁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ASEAN 투
자가 급증한 사실이다. 2012년 이후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연간 100억~

263) 제3장 [표 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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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달러 수준이었던 반면, 대ASEAN의 경우는 2016년을 제외하고 연간
200억~3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기업의 대ASEAN 직접투자는 다른 지
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지화 전략을 수반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까지는 미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의 현지 매출액 비중이 약 30~
40%로 높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과 ASEAN4264)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현지 매출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미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비
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기업은 운송기계,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 등 일본의 전통적 경쟁력
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 태국 등지로 생산거점의 ‘외연’을 확장ㆍ심화
하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다.265) 일본 제조업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2017년
1조 1,462억 엔에서 2020년 1조 3,636억 엔으로 증가하였고, 대태국의 경우
에도 2017년 4조 5,019억 엔에서 2020년 4조 9,125억 엔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미ㆍ중 갈등 심화와 함께 중국 주재 일본계 제조업체의 ASEAN 지역
으로의 생산거점 이전도 눈에 띄는데,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계, 일반기계,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ASEAN 지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 현상이 감
지되고 있다.266)

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가. 정부차원의 추진체계 강화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당시 아베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
국인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경
264)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65) 제3장 [표 3-12]와 [표 3-13] 참고.
266) 제3장 [표 3-14]~[표 3-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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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전보장 전략 수립에 첫발을 내딛었다. 2020년 6월에는 집권 자민당이 정
조회장 산하에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267)를 설치하였고, 2020년 12월에
는 국가안전보장국(NSS) 경제반의 협조하에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
제정을 촉구하는 ‘제언’을 정부 측에 제출하였다. 각 정부부처 역시 2022년도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정원을 100명 이상씩 증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각각 외환법 개정에 따른 외자규제 심사업무, 간주
수출 제도 도입 등 수출통제 강화, AI 등 첨단기술이나 IT, 원자력, 통신 등 국
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에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고, 문부과학성은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기술유출 감시 협력체제 구축에, 총무
성은 해저케이블이나 5G 공급망 분석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청
은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방지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보보장실(가칭)’을 신설
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 담당장관’ 직을 신설하고 신임 장관에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사무국장을 임명함으로
써,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거의 완비하였다. 2022년 1월 정기국회에 ‘경제
안전보장추진법’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다만 기존의 국가안전보장 추진체계에
서 신임 경제안전보장 담당장관이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정책에 관한 컨트롤타
워로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국(NSS) 내 외무성, 방위
성, 경제산업성 간 알력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 뿌리 깊은 과제를 안고 있다.
2021년 9월 우리 정부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안전보장을 논의할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상,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정부
부문의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일본 기시다 신임 내각이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도 현시점에서 일본과 같은 경제안전보장 전략의 수립 논의가 필요한지
267) 新国際秩序創造戦略本部. 본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좌장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 사
무국장은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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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기본 법이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
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추구하는 법이념을 놓고서는 무엇보다 정
부가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면서 얼마만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여겨지는데, 후술하는 각론 분야에서 정부부처 간은 물
론, 정부와 기업(대학ㆍ연구기관도 포함) 간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
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론은 ‘수세적’ 경제책략에 주력
2021년 10월 기준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안전보장 관련 정책을 정리하
면, 크게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
벌 공급망 강화 협력 등 3가지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일본정
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국내대응 문제도 있어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
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양상이다.
첫째, 일본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책략 중에서도 수출통제(리스트 규제, 캐
치올 규제)는 2019년 7월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장 대
표적인 ‘공세적’ 경제책략이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책략을 벤치마킹하면서 수
출통제 강화, 외자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기술수출통제 강화,
중국산 통산장비의 정부조달 금지 등 제반조치를 도입하고 있다(표 6-2 참고).
물론 신임 고바야시 경제안전보장 담당장관은 미ㆍ중 간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첨단기술과 데이터(정보)의 해외유출 방지에 역
점을 두고, 일본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제조업 소재ㆍ부품 산업
에서의 ‘전략적 불가결성’268)을 활용한 ‘공세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
268) 일본 자민당이 주장하는 경제안전보장 전략상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은 일본의 산업경쟁
력에 비춰 각각 수세적 요소와 공세적 요소를 지칭한다. 먼저 전략적 자율성이란 글로벌 공급망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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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디까지나 일본판 경제안전보장론의 원칙론269)일 뿐 실제 한국이든 중국
이든 제3국을 상대로 수출통제에 나설지 여부는 한ㆍ일, 일ㆍ중 외교 관계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통제에
나서기 곤란한 근거로서는 무엇보다 해당 일본기업들이 정부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순응할 것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점270)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출통제, 외자규제,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기술수출
통제와 같은 경제책략이 안고 있는 맹점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안고 있는 문제
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상기 경제책략을 도입한다면 민간부문에서의 기술혁신 인센티
브를 상당부분 훼손할 뿐 아니라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급능력 혹은 대체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에너지, 통신, 교통, 식량, 의료, 금융과 같은 ‘전략기반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전략적 불가결
성은 일본이 국제사회 전체에서 보았을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다른 국가가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재, 반도체 제조장치, 공작기계, 계측기
계 분야를 지칭하고 있다.
269)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무라야마(村山裕三) 도시샤대학(同
志社大学) 교수는 세계에 자국제일주의가 만연하고, 미ㆍ중 간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양자
컴퓨터나 AI, 5G, 드론 등 군사전용 기술이 잇따라 출현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필요한 것은 2019년 7월 대한 수출규제 강화처럼 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村山裕三(2021. 1. 19), 「戦略的不可欠性ある技術を武器に日本の存在感を高めよ」,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1. 6. 18).
270)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 이후, 한ㆍ일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업체들이 한국에서의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쇼와덴코
는 2020년 12월 한국에서 실리콘 웨이퍼의 연마재와 배선기판 재료 생산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
고, 둘째 TOK(東京応化工業)는 2020년 7월 EUV(초극자외선)용 포토 레지스트를 인천공장에서 생
산개시한 데 이어 금년 3월에는 인천공장의 생산능력을 2021년 말까지 2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셋째, 신에츠화학은 2020년 10월 그간 일본 국내에서만 생산한 EUV용 포토 레지스트
를 대만에서도 생산하여 대만 TSMC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공급하겠
다고 발표하였고, 넷째 다이킨공업은 그간 일본과 중국에서 생산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
도체 제조용 에칭가스를 납품하였으나, 2021년 1월 한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위 사례들은 한국의 현지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지생산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ㆍ중이나 한ㆍ일에서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현실화될수록
현지생산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半導体材料韓台で増産」(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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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1): 경제책략
유형

무역
정책

투자
정책

내용

수출통제

- 리스트 규제: 2019년 7월 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 대한(對韓)
수출통제 강화

기술수출통제

- 2021년 6월 외환법 운용에 관한 통달을 개정하여 ‘간주수출’ 통제 강화
- 단 비밀취급인가(SC) 도입, 비밀특허제도 도입,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ECRA)이 규정하고 있는 신흥기술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책 등은
논의 단계임

외자규제 강화

- 2019년 11월 외환법 개정 → 외국인투자자가 ‘코어업종’에 속한 일본
기업의 지분 획득을 엄격히 통제

외국인의 토지거래 - 2021년 1월 중요토지이용규제법 제정 → 특정 구역에 대한 외국인투
규제 강화
자자의 토지 매입을 규제
정부조달 금지

- 2018년 12월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조치 발표

자료: 제4장 내용 정리.

둘째, 일본의 경제책략 중 현재 가장 여론의 관심이 높은 유형은 기술수출통
제, 그중에서도 민감기술271)에 대한 수출통제 관련 국내 법ㆍ제도의 보완이다.
물론 일본정부로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전략적 불가결성’을 내세워 자국의
첨단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라는 ‘공세적’ 경제책략
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일본정부가 첨단기술의 유출방지책과 관련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입장에
서도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아직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비밀취급인가(SC:
Security Clearance) 제도를 SC 대상 연구 분야의 범위와 기밀누설 시 벌칙
유무를 둘러싸고 정부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
본 자민당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을 둘러싸고도 연간 약
25만 건에 달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비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허심사관
부족 문제와 비공개 대상 특허출원인에 대한 보상금 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
271) 일본에서는 ‘機微技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제2장 [그림 2-1]의 유형화에 따르면 현재 리스트 규제
등을 통해 수출통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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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21년 6월 경제산업성은 간주수출 제도를 도입하여 일본 내국인
혹은 국내 외국인을 경유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구축하였으나, 일
본은 미국처럼 첩보(intelligence) 능력이 없어 일본대학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교직원이나 종업원이 ‘외국의 영향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맡길 수밖
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2021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전략’에서 드러나듯 일본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의 하나는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
원력 강화’이다(표 6-3 참고). 일본정부가 특정하고 있는 전략기반산업이란 에
너지, 정보통신, 교통ㆍ해상물류, 금융, 의료 등 5대 산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도 이들 전략기반산업의 공통 리스크로 주목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재해, 공급
망 3개 분야에 대한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중 사이버보안 강화책은
사이버보안 제품개발 및 인재육성, 양자암호 개발, 산관학 정보공유, 단말기ㆍ
앱의 사이버보안 강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이버보안 강화로 구체화되고 있
다. 일본정부의 ‘반도체 전략’ 역시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소재ㆍ제조장치
분야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에 첨단 로직반도체 양산체제를 구축하
는 등 반도체의 공급망 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
에서 다소 ‘수세적’ 색채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6-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2):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유형

내용

사이버보안

-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2014년). 단 사이버보안 제품개발 및 인재육
성, 양자암호 개발, 산관학 정보공유, 단말기ㆍ앱의 사이버보안 강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이버보안 강화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 중

공급망 재편

- 리쇼어링 및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2020년 4월). 중국 소재 일본기
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과 중국에서 ASEAN 등지로의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하는 지원책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 반도체 전략(2021년 6월).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ㆍ개발 강화,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국내 반도
체 제조기반 재생,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의 국제 전략 추진

자료: 제4장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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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역시 ‘전략기반산업’의 공통 리스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야인
데, 일본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재해, 공급망 안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복원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인데, 우리 정부
역시 사이버보안 제품개발 및 인재육성, 양자암호 개발, 산관학 정보공유, 단말
기ㆍ앱의 사이버보안 강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이버보안 강화책은 시급히 강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에 대한 관심 필요
일본의 세 번째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미국을 비롯한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
급망 강화 협력이다. 첫째, 미국은 2021년 6월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
약품 등 4대 핵심품목의 공급망 검토에 관한 보고서272)를 발표하고, 이들 4대
핵심품목의 대중 의존도에 따른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동지국과 우방과의 협
력’을 공고히 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일
본은 상기 ‘반도체 전략’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민감한 서플라이체인 협력
과 반도체 관련 민감기술의 육성 및 보호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방침
을 표명하였다. 2021년 4월 16일 미ㆍ일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의 안정적 공
급망 구축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고, 중국의 경제안전보장 위협에 공동대응하
기 위해 포스트 5G의 최첨단 통신기술개발에 양국이 총 45억 달러를 투자하기
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 포위망
구축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쿼드 4국 간 글로벌 공급망 강화
책이다. 희토류 분야에서는 2021년 3월 쿼드 4국 정상이 희토류 공급망의 분

272) The White House(2021), 재인용: 윤여준 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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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필요성을 확인하고, 희토류 정제기술의 공동개발 등에 합의하였고, 2021년
9월 쿼드 4국 정상회의에서는 반도체의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공동문서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아직 쿼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쿼드 4
국이 논의 중인 희토류, 5Gㆍ반도체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방안은 그 방안 자
체가 갖는 의의도 크고, 쿼드하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
는 ‘호기’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
가. 일본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 전략에 ‘양면적’으로 대응
일본은 미ㆍ일동맹이라는 틀 아래 미국의 대중 포위망 구축에 ‘표면상’으로
는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
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
고 있다.
첫째,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이니셔티브 주장에도 불구
하고 아직 전략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채 구상에 머물고 있고, 쿼드의 경우는
인도의 소극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판 NATO
창설이라고 맹비난하자 일본도 군사동맹화를 부정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미ㆍ중 갈등 격화 이전부터 미국의 대중 포위망 구
축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사례는 중국의 일
대일로와 AIIB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이다. 아직 우리 기업이 중국과 일대일
로 사업에 공동참여하거나 AIIB로부터 협조융자를 받은 사례는 없으나, 일본
의 사례를 참조하여 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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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본정부는 2018년 12월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조치를 발표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중국산 드론에 의한 비행ㆍ촬
영 정보의 누설과 사이버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정부조
달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배제하겠다는 조치를 단행하는 등 미국의
‘클린 네크워크’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중국 신
장ㆍ위구르자치구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국과 EU가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동참하지 않고 있고,273) 2021년 6월 미국 연방통신위
원회(FCC)가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의 통신장비를 인증하지 않을뿐더러 과
거의 인증도 취소한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해 일본은 사실상 중국산 통신장비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274)하는 등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IT산업이나 반도체, 5G 등 통신장비 산업의 국제경쟁력이나 대
중 경쟁관계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들의 경제안전보장 의식 고양과 체제 구축을 측면 지
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축에
273) 2021년 3월 자민당의 일본위구르의원연맹(회장: 후루야 케이지(古屋圭司) 의원), 일본ㆍ티베트국회
의원연맹(회장: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의원), 남몽골지원의원연맹(회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의원) 등이 주도하여 국회에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자
민당 내 일부 친중파 의원과 여당 공명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과정에서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男) 후보는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처하
기 위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총리보좌관을 신설하고, 중국에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
는 국회 결의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자민당 일각에서는 중국의 인권침해를 이유
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법 정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시다 신임 총리는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고 있다. 「岸田氏人権問題担当の首相補佐官を中国念頭
に」(2021. 9. 12).
274) 화웨이, ZTE(中兴通訊), 하이크비전(杭州海康威視数字技术, HIKVISION), 다화테크놀로지(浙江大
華技术, Dahua Technology), 하이테라(海能達通信, Hytera). 미국 FCC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미국 통신회사가 상기 중국 5개 기업을 포함한 중국제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미국 통신회사도 상기 중국
5개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화웨이나 하이크비전 등의 통신장비나 감
시카메라는 저렴하고 AS도 충실한 편이어서 미국 내 통신망이나 공공시설, 가게 등에서 사용하고 있
는데, 특히 미국 지방 통신회사 등은 통신장비를 교체할 때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일부를 보조받
고 있다. 「ファーウェイなどの中国製通信機器、米が認証禁止へ」(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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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5G 등 통신장비 분야에서 일본과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한ㆍ일 간 협력체제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미국의 대중 공급망 디커플링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미국의 엔터
티 리스트 규제 등 대중 경제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자체적으로도 공급망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보자는 시각이 우세하다. 물론 일본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2021년 7월
기준 반도체, 무기화학, 유기화학, 배터리, 전자부품, 항공기엔진부품, 정보통
신기기,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용품 등 많은 업종의 일본기업들이 본국 혹은
ASEAN 국가로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업종에서 중국 내
일본계 기업의 공급망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리쇼어링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ㆍ중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리쇼어링 지원책을 시행한 적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리쇼어링
은 기업의 판단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넷째, 미ㆍ중 간 기술패권경쟁과 부분적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이 미ㆍ중 간 선택을 강요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
서도 자국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철
저히 파악할 것과 미국과 중국당국이 부당하게 공급망 단절을 요구할 경우 경
제산업성이 전면에 나서 대응하겠다는 원칙론만 제시하고 있다.275)
미ㆍ중 간 디커플링 영역이 현재의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넘어 다
른 분야, 예를 들어 금융이나 디지털ㆍ데이터 분야로 확산되면 우리 기업에 대
한 ‘선택’ 압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하되,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
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으로서는 정부에게 자신의
공급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조차 부담일 수 있고, 정부지원이 자칫 ‘시장
개입’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영역이다.
275) 経済産業省(2021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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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통상 전략 기조: 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통상질서 구축
2021년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방향은 ‘자유롭고 공정한 규
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과의 협력 확대’
의 2가지이다.27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의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주도’는 코로나 대유행이 야기한 새로운 국제경쟁 환경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을 토대로 국제경제체제를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
(free and fair rules)은 2012년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 2013년 TPP 협상 참
가, 일ㆍEU FTA 개시 등의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두 번째의
‘국제협력’은 코로나 대유행, 미ㆍ중 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강화 등의
경제안전보장 관점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인권 등의 글로벌 보
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질서의 유지ㆍ강화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통상정책은 구체적으로 ① 다자간 무역체제의 유지ㆍ강화 ② 디
지털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③ FTAㆍ투자협정 확대 ④ 환경ㆍ인권 등 공통가
치 대응이라는 기조하에 추진될 전망이다. 각각의 통상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간 무역체제의 유지ㆍ강화는 국제기구 등에서의 글로벌 규범 형
성과 함께 자국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층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즉
자국우선, 보호주의적인 무역제한조치의 고착화 우려, 외국정부 및 기업의 시
장왜곡적인 조치로 인한 공평한 경쟁조건 훼손, 경제활동의 디지털화에 대응하
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 강화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WTO 및 FTA에서의
규범 제정 및 활용뿐만 아니라 OECD, APEC 포럼 등에서의 규칙 마련(예: 데

276) 首相官邸(2021a),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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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거버넌스)을 통한 경제질서 구축과 함께, 국내적으로 민관이 함께 일본의
강점을 살린 가치사슬 구축(공급망 강화 이니셔티브 등)과 같은 중층적인 접근
이 예상된다.277)
둘째,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은 WTO와 G20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
이다. 즉 당면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가능
한 한 많은 회원국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하고, 2019년 G20 오
사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신뢰성이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 구상
의 실현을 위해 미국ㆍEU와 함께 국제적인 규범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
히 ‘자유롭고 열린 하나의 인터넷 공간’의 유지를 요구하는 국가들과 국제협력
을 강화하고, 2023년에는 일본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을 개최할 예정
이다.278)
셋째, FTAㆍ투자협정의 확대는 RCEP 협정의 조기 발효, CPTPP의 확대를
추진하고, 협상 중인 투자협정은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규범 확보와 조기 타결
을 추진하는 것이다. CPTPP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영국, 한국, 태국, 중
국, 대만 등이 가입을 검토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79) 특히 일본정
부는 영국(2021. 2. 1)과 대만(2021. 9. 22)의 가입 신청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으나, 중국(2021. 9. 16)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중국의 가입 신청과 관련해 CPTPP를 담당하는 경제재생장관뿐만 아니라 관
방장관, 재무장관, 경제산업장관, 외무장관 등의 주요 각료들이 일제히
CPTPP의 높은 수준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판별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해 전략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언
급하였다.280)
277) 経済産業省(2021b), p. 188.
278) 首相官邸(2021b), pp. 131~132.
279) 중국은 2021년 9월 16일 CP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관방장관, 재무
장관, 경제산업장관 등이 CPTPP 규범에 걸맞은 중국의 국내제도 개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서 일제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中国加盟見極め必要, 官房長官, TPP申請巡り」(2021. 9. 17).
280) 「英が申請, 日本歓迎ㆍTPP, 日英ともに期待感」(2021. 2. 2); 「中国加盟見極め必要, 官房長官, TPP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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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12월 차년도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에서 대외개방과 관련해 데이터 이용, 소비자권리 보호, 국유기업 개혁, 지식재
산권 보호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나,281)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데이터안전법
상 개인정보의 국내보존ㆍ역외이전 제한 규정 및 규정의 불투명성,282) 첨단기
술의 공개 요구, 정부조달에서의 국내외 기업 차별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
약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83) 일본 입장에서 최대의 관건은 미국을
CPTPP에 복귀시키고, 중국이 국영기업,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노동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충족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RCEP은 향
후 CPTPP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규범의 적용을 목표로 대응해 갈 것으로 예상
된다.284) 또한 새로운 투자협정의 대상은 국내 산업계 요구 및 상대국의 투자
협정 방침을 고려하되, 잠재성이 높은 중남미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85)
우리 정부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CPTPP에 가입 신청을 검토해야 할 것이
다. CPTPP의 확대는 일본 통상정책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하에서 CPTPP와 같은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
서 변화의 기반이라는 점을 인식286)하고 최근 들어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287) 현재 기존 CPTPP에 추가 가입을 위해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
巡り」(2021. 9. 17); 「TPP中台交渉、 日本試練ㆍ台湾へ歓迎ㆍ中国には見極め」(2021. 9. 25).
281) 「中国、 ネット企業念頭に独占排除、 経済の最重要会議、 金融参入、 監督を強化、 不動産市場は安定探る」
(2020. 12. 19).
282) JETRO(2021), pp. 10~12.
283) 「中国、TPP加盟を正式申請ㆍアジア貿易主導権狙う」(2021. 9. 17).
284) 일본의 국제통상 전문가인 키무라(木村福成) 교수, 나카가와(中川淳司) 교수 등도 RCEP의 발효 5년 후
협정의 재검토 시에는 TPP11(CPTPP) 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RCEP에 노동ㆍ환경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장래 목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木村福成(2021. 1. 19), 「新局
面の通商政策(上)-メガＦＴＡ戦略の展開カギ」; 中川淳司(2021. 1. 20), 「新局面の通商政策(中)-TPP
拡大、 米復帰後に推進」; 大庭三枝(2021. 1. 21), 「新局面の通商政策(下)-RCEP、 TPPと対立せず」.
285) 首相官邸(2021. 6. 18), 「成長戦略フォローアップ」, pp. 131~132.
28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1. 11), p. 2.
287)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TPP 가입을 검토했으나, 당시 한중 FTA 추진에 집중(2012. 5 협상개시,
2014. 11 타결, 2015. 12 발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무역의 날에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2021년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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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는 영국(2021년 2월), 중국과 대만(양국 모두 2021년 9월) 3개국이
며, 현재 CPTPP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은 영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여
2021년 9월에 영국의 가입을 검토하는 CPTPP 11개 회원국 간 첫 번째 작업
반 회의를 개최하였다.288) CPTPP 가입은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고
있으므로,289) 이에 걸맞은 국내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2021년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비하여 수산보조금, 디지털통
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4대 분야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CPTPP 신규 가입은 1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국의
입장 분석과 함께 주요 회원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CPTPP는 복수의 가입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영국의 가입 협상과정을 확인하면서 국내제도 정비와 함께 가입 신청을 하여
대만의 가입 협상과 동반 검토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정부는 환경ㆍ인권 등 공통가치의 대응과 관련해 세계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기업 경영과 인권의 연계에 대한
국제적 조류에 대해 국내 행동계획(NAP)을 책정하고 산업계에 보급을 촉진하
고 있다. 우선 그린성장을 위해 미국ㆍEU와 협력해 국제규범 형성을 추진하고,
아세안과는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90) 또한
해 지속적으로 CPTPP 가입에 대한 안건을 논의해 오고 있다.
288) 「英のTPP加盟, 作業部会初会合ㆍ結論に１年程度見通し」(2021. 9. 29). 1차 작업반 회의에서는 우
선적으로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등 CPTPP의 제반 규정에 대해 영국이 수용하는지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
망된다.
289) 2021년 6월 2일 CPTPP 11개 회원국은 각료급회의(CPTPP위원회)를 개최하고 영국의 가입에 대
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영국이 가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였다. 이 회의의 의장을 맡은 일본의 니시무라(西村康稔) 경제재생 담당장관은 “영
국의 가입 프로세스는 선례가 되므로, 협정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英のTPP加盟交渉開始、 経財相 自由貿易の「水準維持」、 閣僚級会合」(2021. 6. 2).
290) 예컨대 2021년 4월 미ㆍ일 정상회담에서 ‘야심, 탈탄소화 및 그린에너지에 관한 미일 기후파트너십
(Japan-U.S. Climate Partnership on Ambition, Decarbonization, and Clean Energy)’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일ㆍEU 정상회의에서 ‘일ㆍEU 그린 얼라이언스(Towards a Green Alliance
to protect our environment, stop climate change and achieve green growth)’의 착수에 합
의하였다. 또한 2021년 5월 일ㆍ아세안 비즈니스위크에서 ‘아시아 에너지 트랜지션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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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이슈와 관련해서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책정(2011년)과 국
별 행동계획의 수립 권고를 배경으로, 일본정부는 2020년 10월 ‘행동계획
(2020~2025)’을 책정하고 기업에 대해 주의의무(due diligence)의 도입을
기대하였다.291)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이상에서 살펴본 다자간 무역체제의
유지ㆍ강화, FTA협상, 투자협정ㆍ조세조약, 정부 간ㆍ민간 대화 등에 관련된
통상정책의 진척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할 계획
이다.292)

다. 일본의 신통상 전략: 디지털무역, 환경, 인권ㆍ노동
일본정부는 신통상 이슈로서 특히 공통가치로서의 환경, 인권ㆍ노동과 전자
상거래(디지털무역)의 3가지를 중시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한 CPTPP에서는
이 3가지 이슈를 별개의 장으로 포함시켰으나, 일ㆍEU 및 일ㆍ영 FTA에서는
전자상거래는 제8장에, 환경 및 노동은 제16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에 포함
시켰다. 또한 미국과는 무역협정과 별도로 디지털무역협정을 추진하였다.
디지털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먼저 WTO 차원에서 일본은 현재 싱가포
르 및 호주와 함께 공동 의장국으로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
다. 이 협상의 목표는 WTO하에서 디지털무역협정의 형성에 있는데,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미ㆍEU 간 대립),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등의 핵심 쟁점에서 각각 첨예한 대립이 있다. 또한 일본
은 G20 차원에서 디지털경제를 위한 신뢰성이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AETI)’를 발표하였다. 外務省(2021. 4. 16), 「日米首脳共同声明」,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外務省(2021. 5. 27), 「第27回日EU定期首脳協議(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経済産業省(2021. 5. 28), 「梶山経済産業大臣が「アジアㆍエネルギーㆍトランジションㆍイニシア
ティブ(AETI)」を新たに表明し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291) 外務省(2020. 10. 16), 「ビジネスと人権」に関する行動計画(2020-2025)の策定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5).
292) 首相官邸(2021c),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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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FT)을 제창하고, 데이터 유통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의 형성
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양자간ㆍ다자간 FTA 차원에서 최근에 추진된 CPTPP,
미ㆍ일 디지털무역협정, 일ㆍ영 FTA는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 컴퓨터 관련 설비의 설치 요구 금지 등 디지털무역 자유화
를 위한 핵심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규범의 형성을 이끌
고 있다.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관련 정보 공개, 일부 금융서비스의 컴퓨
터 관련 설비의 설치 요구 등의 예외 인정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공개나 설치의
대상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로 구조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국제규범의 논의에서 규칙수용자가 아닌 규칙조성자로
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에서 디지털무역 자유화에 가장
적극적인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의 협상(2020년 6월 개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ㆍ뉴질랜드ㆍ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21
년 1월 발효)에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2021년 9월)하였다. 우리 정부
는 이러한 디지털통상규범의 체결을 통해 국내 디지털경제의 전환 가속화에 기
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무역협정과는 별도로 가장 선진적
인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한바, 우리나라는 양자간 디지털통상규범 대상국의
확대 시 싱가포르 등과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과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추진한 FTA 중 CPTPP는 발효 기준으로 최초로 환경과 노동이 독립
된 장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환경 조항과 관련하여 IUU 수산보조금 등을 선제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양자간ㆍ다자간 수산보조금의 규범 형성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TPP에서 민감한
이슈는 CPTPP에서 개도국 등의 입장을 반영하여 동결하거나 유예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CPTPP와 일ㆍEU FTA는 분쟁해결절차 측면에서 차이가 있
는데, 전자는 환경 및 노동 관련 분쟁 시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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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후자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장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과의 협력 확대라는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전제로, 구
체적으로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유지ㆍ강화,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FTAㆍ투자협정 확대, 환경ㆍ인권 등 공통가치 대응 등의 정책을 추진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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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Japan’s New Trade Strategy Amid U.S-China
Confrontation
Gyupan Kim, Hyong-Kun Lee, Boram Lee, JungEun Lee, and Seung-Hyun Kim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amidst the
growing US-China conflict by analyzing the trade strategies of a
country that shares similar international settings with Korea:
Japan.
Chapter 2, “US-China Decoupling and China’s Response,”
examines US-China decoupling policy, focusing on tariff
imposition,

export

control,

technology

transfers,

foreign

investment controls, and government procurement. This study
reveals that, although US-China economic relations have
deteriorated to the point of 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 in
high-tech sectors and other select areas of supply chains, it
certainly is not up to the level of the US’s containment of the Soviet
bloc in the traditional Cold War sense.
Chapter 3, “Japan’s Reshaping of the Global Supply Network:
Focusing on China,” attempts to verify whether the “China risk”—a
notion that has been actively promoted by some in Japan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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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hina frictions intensified in 2018, and escalated with the
spread of COVID-19 in 2020—actually took place, and evaluates
Japan’s “China+1” policy, which is the country’s hedging strategy
toward China. The results reveal that although Japan’s import
dependence on Chins is significantly high for some import
products, this does not seem to bear any serious risk for Japan in
that the said products can easily be substituted with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Chapter 4, “Japan’s Economic Security Strategy,” looks into
Japan’s new economic security policy, focusing on Japan’s
economic statecraft, reinforcing resilient supply chains and
strategically important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global supply
chain with its “allies.”
Chapter 5, “Japan’s China Policy and Trade Strategy,” reveals
that Japan’s position o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s somewhat far from
the level of containment that the US is demanding of its allies, due
possibly to Japan’s strong economic ties to China, or its peace
constitution. Regarding Japan’s trade strategy, this study
speculates that Japan, while promoting free and fair trade and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will try to take the lead in
shaping international norms on the emerging trade areas of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labor, and digital trade.
The research concludes with Chapter 6, which provides
conclusions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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