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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쟁점별로 우리가 어떠한 입
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
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ㆍ군사적 대국에
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 미 행정부
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의 저해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하
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
에서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정의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
(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
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 ‘전
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
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선
언했다. 장기적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국내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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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쟁점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중국의 강국
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
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식재산권, 개도국 지위, 사이버 안보, 환경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다. 둘째,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이
다.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중국표
준 2035’, 청결 네트워크 경쟁이 있다. 셋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
략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넷째, 보편적 가치
관에 입각한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민주, 인권, 종교, 남중국
해 항해 자율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외개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
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엮여 있는 우리 기
업들의 대중 수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
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의 자
립자강으로 대응해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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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미ㆍ중 마
찰에 따른 위협과 기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중 협력의 과제로서 대중국 의존도 조
정,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한중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
중 마찰 시대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압박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
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해 △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재
정립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ㆍ
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안보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
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미ㆍ중 마찰의 현안에 따라서는 앞
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원칙과 대응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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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중국의 꿈’과 미ㆍ중 전략경쟁
미ㆍ중 마찰은 무역전쟁에서 시작하여 기술패권 전쟁을 거쳐 전략경쟁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2018년 미국의 ｢대중국 301조 보고서｣ 발표로 본격화된
미ㆍ중 관세전쟁은 2020년 1월 15일 1단계 미ㆍ중 무역협정 발효로 휴전 상
태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안전(security)을 근거로 하는 5G 경쟁이 본격
화되었다. 미국의 공격 대상이 중국의 통신장비와 통신기기에 집중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PLA)과의 연계성을 의심받고 있는 화웨이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
어졌다. 미국이 청결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을 채택하
고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발간한 2020년 5월 이후 미국의 대중국 공
격이 5G, 반도체, 통신 관련 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되고, 중국의 군민융합전략
에 대응한 기술패권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
기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인권, 민주화, 강제 노동, 종교 억압 등 비경제
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공격 대상이 중국 공산당으로 전환되었고, 중국의 체제
(당-국가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
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1) 2020
1) 시진핑 총서기는 제조강국(制造强国), 과학기술강국(科技强国), 품질강국(质量强国), 우주항공강국(航
天强国), 인터넷강국(网络强国), 교통강국(交通强国), 디지털중국(数字中国), 스마트사회(智慧社会), 무
역강국(贸易强国), 사회주의문화강국(社会主义文化强国), 중국 특색 강군의 길(中国特色强军之路), 군
민융합(军民融合)의 심도 있는 발전 구도, 일대일로(一带一路) 국제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中国政府网
(2017. 10. 18),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在中国共产党第十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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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35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혁신형
모델을 구축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의 2
단계에서는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세계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이 ‘시진핑 신시
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목표다.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은 제조강국,
표준강국, 군민융합을 통한 군사강국, 국제무대 및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
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
이러한 중국의 전략과 정책에 대해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
로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다. 시진핑 지도부가 제시한
중장기 발전 목표를 미국의 경제 및 기술 패권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인식하
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를 필두로 하는 중
국의 제조강국 전략이 미국의 기술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하여,
5G의 주도권과 표준 경쟁, 반도체와 AI 등 신산업에서의 주도권 경쟁, 인터넷
청결을 이유로 하는 네트워크 경쟁으로 확전시켜가고 있다. 이에 더해 홍콩의
송환법과 홍콩안전법 제정에 따른 홍콩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자유, 신강 위구르와 티벳의 종교 자유와 강제 노동 문제, 대만과의 관계
개선, 코로나19의 중국 책임 등을 이유로 중국정부에 대한 압박도 가중시켜가
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인
주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려는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에서 중국 공산당 제19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 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비전 목표에 관한 건의, 이하 14.5 규획 건
의｣3)에서도 쌍순환 전략에 기반을 둔 지구전 대응을 천명하고, 과학기술강국,
제조강국, 품질강국, 인터넷강국 전략 추진을 재확인했다.
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검
색일: 2020. 10. 25).
2)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
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3) 中国共产党新闻网(2020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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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필요성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큰 부담
이 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25.1%를 차지하
고 있으며,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을 포함할 경우 31.0%에 달한다. 2020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건수로는 34.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으로는 13.2%로 2위를 차지한다. 우리 경제가
미ㆍ중 마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미ㆍ중 갈등이 기술전쟁으로 확전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ㆍ중의 기술전쟁은 대중국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
하는 ICT 분야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기술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으
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중국 교역의 핵심 분야인 디
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
적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미ㆍ중 마찰이 전면적 기술전쟁 또는 경제전쟁으로 비화되거나 장기화ㆍ상
시화될 경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미
미ㆍ중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대만, 남중국
해 문제 등 비경제 분야로 확대된 끝에 미ㆍ중 간 체제 및 이데올로기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안보는 미
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전략을 지
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거리두기 또는 극복
하기를 추진하는 ‘극중전략(克中戰略)’, 중국의 변화와 성장에 편승하는 ‘중국
편승전략(中國便乘戰略)’, 현재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수정판으로서
‘안미경중 2.0 전략’, 제3세력과의 연합 전략 등 다양한 대응 전략들이 대안으
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전략도 현재 우리가 처한 불확실성을 해결하
는 최선의 대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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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미ㆍ중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수립에
앞서, 우선 미ㆍ중 마찰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대응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 현안 이슈별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미ㆍ중 마찰의 배경과 한ㆍ중 관계의 대전환기

자료: 저자 작성.

3. 주요 연구 내용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무역, 기술, 비경제적 요인에서 미ㆍ중
마찰의 쟁점과 이러한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미ㆍ중 마찰에 따른 협력의 영향을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미ㆍ중 마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쟁점
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제기된 대중국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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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주요 예상 쟁점을 재정리
하고, ‘쌍순환’ 전략 등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한ㆍ중
관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미ㆍ중 마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였
다. 먼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미 행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
펴본다. 미 행정부가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 나타난 미ㆍ중 관계에 대한
인식, 위협과 도전 요인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미 민주당의 선거강령,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자료 등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예
상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미국의 입장과 압박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본
적인 입장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때의 분석에서는 중국정부가 발표한
미ㆍ중 마찰 백서, 중국 외교부 및 상무부 등 관련 부처의 기자회견 등을 사용
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중
국의 입장 및 대응을 정리하였다. 먼저 미 행정부가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
서, 301조 관련 조사 보고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미 의회 청문회 보고서,
미 국방부 보고서 등 다양한 보고서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위협과 도전 요
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미국의 대중국 압박 쟁점
을 △ 불공정 행위 △ 중국의 제조강국, 기술강국, 군사강국 등 강국화 전략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압박 △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의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중국의 대응전략을 제도 개선 및 개방 대응, 기술적 탈미국화 대응, 중장
기 대응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ㆍ중 마찰이 한ㆍ중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 과
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ㆍ중 무역 마찰, 기술 디커플링 등이 한ㆍ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미ㆍ중 마찰에 따른 선택의 압박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중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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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ㆍ중 마찰에 대한 기본 입장, 우리에 대한 영향, 우리의 대응전략을 중심
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과제를 미ㆍ중 마찰 시대에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로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조정, 미ㆍ중 디커플링 대비, 동
아시아 지역협력 전략, 미ㆍ중 마찰 시대 중국의 전략 변화 대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특히 미ㆍ중 마찰로 인해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중
심으로 국내의 중국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미ㆍ중 관계 전망 예측 및 대
응전략 모색’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중 마찰 시대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
략을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기된 미ㆍ중 마찰의 주
요 쟁점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에 대해 우리가 대
응해야 할 원칙과 사안별 대응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만 본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
기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종합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종합적인 대중국 전략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구성된 팀(China Task Force)이 종합적인 대중국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
지 제기된 미ㆍ중 갈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고, 제2장에서 민주당의 대선공
약,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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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가. 미국의 전면적 대중국 압박
최근 미ㆍ중 갈등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전략경쟁과 이데올로기 전쟁,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미국의 중국 굴기에 대한
압박은 미 행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
년 5월 21일에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4)에서 종합적인
대중국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네트워크 안전(Network Security),
청결 네트워크(Clean Network), 인도ㆍ태평양(India-Pacific) 등 다양한 전
략을 통해 전면적으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왔다.
미 의회 역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US-China
Business Council5)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미 의회에
서 발의된 중국 관련 법규는 총 400여 건에 달한다. 관련 분야는 무역과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양자간 이슈(supply chain security, 인권, 민주, 이민
등)를 많이 다루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홍콩 관련 마찰이 시작된 2020년 5월에
4)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
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0. 11. 27).
5) US-China Business Council(2020. 2), Standards Setting in China Challenges and Best Practices,
https://www.uschina.org/sites/default/files/standards_setting_in_china_challenges_and
_best_practices.pdf(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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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의 전면적 대중국 압박 관련 정책

자료: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7); Department of State facebook 홈페이지(검색일: 2020. 12.
10); “FBI director: China’s economic espionage threatens free societies (July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20.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Year One Annual
Report”(2020.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2020),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2019.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20); “FCC
Designates Huawei and ZTE as National Security Threats”(2020. 6.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THE RESHORING INITIATIVE STRESSES THE “RETURN-MANUFACTURING-HOME” MESSA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USCC(2020), 2020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December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2. 10); U.S.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검색일: 2020. 12. 10).

가장 많이 발의되었으며, Pandemic, 기술 관련 마찰, 홍콩 관련 법안이 주류
를 이룬다. 특히 2020년 9월 17일에는 미국 상원 민주당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한 정책법안인 America LEADS Act6)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경쟁력을 높
이는 한편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재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외교를 쇄신하는 것
이 목적이다. 입법 내용은 다음의 4가지를 축으로 한다. ① 미국의 경쟁력 강화

6) Senate Democrats Unveil The America LEADS Act To Make Comprehensive Investments In
American Workers, Competitiveness, Alliances, And Diplomacy To Confront The Rise of
China, https://www.brown.senate.gov/newsroom/press/release/democrats-america-lead
s-act-investments-american-workers-competitiveness-china(검색일: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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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자(5G, quantum, AI 등 S&T, 반도체 등 제조업,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
쳐, 디지털 기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 회복) ② 미국의 동맹과
우방 지원(인도ㆍ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공헌, 해당 지역에서 해상 및 공
군 훈련 참가 등) ③ 가치 중심(values- centered)의 외교 정책 회복 및 추진
(홍콩, 신장위구르, 티벳 등 인권과 시민사회 활동, 강제노동 관련 제재 등) ④
중국의 약탈적 행동에 대한 대가 지불(지재권, 공급사슬, 환율조작, 모방상품
등) 등이다.

그림 2-2. 미 의회의 중국 관련 입법 분야
(116대 의회, 2019. 1~2020. 8)

그림 2-3. 미 의회의 중국 관련 입법 추이
(116대 의회, 2019. 10~2020. 8)

자료: Kennedy(2020), Thunder Out of Congress on
China, pp. 2-3, https://www.csis.org/blogs/t
rustee-china-hand/thunder-out-congress-ch
ina(검색일: 2020. 9. 12).

자료: Kennedy(2020), Thunder Out of Congress on
China, pp. 2-3, https://www.csis.org/blogs/t
rustee-china-hand/thunder-out-congress-ch
ina(검색일: 2020. 9. 12).

이러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대중국 압박은 미국인의 반중 정서에 기반을 두
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7월 30일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7)에서는 미국인의 73%가 중국
7) Pew Research Center(2020. 7. 30), Americans Fault China for Its Role in the Spr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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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호감을 느낀다고 답해 최근 1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호
감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2018
년 47%에서 2019년에는 60%, 2020년에는 6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다.

그림 2-4.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입장(Pew Research Center)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 7. 30), Americans Fault China for Its Role in the Spread of COVID-19,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7/30/americans-fault-china-for-its-role-in-the-sprea
d-of-covid-19(검색일: 2020. 11. 30).

COVID-19,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7/30/americans-fault-china-fo
r-its-role-in-the-spread-of-covid-19(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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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대중국 전략 보고서 검토
본 절에서는 미 행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 기
조와 주요 압박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
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인식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
해 ‘경쟁적으로 접근(competitive approach)’할 것을 선언하고 전방위 압박
을 가해갈 것을 예고하였다. 동 보고서는 미ㆍ중의 경쟁을 두 시스템간의 장
기적 전략경쟁(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our two
systems)으로 인식하고 경제, 가치, 안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ㆍ가치관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중국이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과
WTO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세계에서 자국 기업과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향후 미국은 △ 자국
민의 생활보장 △ 국익 증진 △ 평화 유지 △ 영향력 확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8) 특히 미국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
는 동시에 미국의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선언하고 있다(표 2-1 참고).

8) 2017년 발표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기반으로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대응책과 이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신국가안보전략의 4대 중심축으로 ① 미국 본토 및 국민 보호 ② 미국의 번영 증진 ③ 힘을 통한 평화 ④
미국의 영향력 증진를 제시하였다. THE WHITE HOUSE(2017), National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nssarchive.us/wp-content/uploads/2020/04/2017.pdf(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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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 WTO 회원국의 이익을 이용하여 자국 기업 보호, 개도국 지위를 활용하여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이익 침해

경제

- 강제 기술이전 요구, 불공정한 대미 기업 M&A, 민감한 정보 획득을 위한 사이버
침입 시행
-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하여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입지 강화, 특히 주요한 기술
분야에 중국 산업표준 활용 확대

위협

- 공산당 이념을 앞세워 정보, 언론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 시민과 기업에 대한 감시,
가치관

반체제 인사에 대한 구금 및 고문, 중국 내 외신 기자들에 대한 업무 제한 등
-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공동운명체 구축(“building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for mankind)”을 위해 현 정부의 ‘글로벌 거버넌스’ 비전 홍보
- 사이버보안 규제를 통한 세계 정보통신 업계 장악

국가안보 - 특히 화웨이와 ZTE 등 민간 통신기업이 국가안보국에 협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해당 국가와 기업의 안보를 위협
-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의 역량 강화를 통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제한 강화
- 극초음속(hipersonis), 양자컴퓨팅, AI, 바이오기술 등 보호를 위해 수출관리규정
자국민 보호

개정
- 중국의 위조품 및 비표준 제품에 대한 구체적 조치 시행(수입금지)

이행
방안

- 중국기업의 펜타닐(마약성 약물) 불법제조ㆍ판매 통제
국익증진 - 산업 전반에 걸친 중국의 보조금을 단속하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더욱 활용
평화유지 - 남중국해 관련 통제 지속,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과 관계 유지
-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중국의 군사 및 권위주의에 대항
영향력 확대 - 미국은 아태지역 내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블루닷네트워크(BDN: The Blue Dot
Network)’ 시행을 통해 1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

자료: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0. 11. 27).

둘째,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보고서9)에서는 미국과 세계가 중국 공산당(CCP)
이 야기한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의 행동(conduct)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극단적 민
9)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2020),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https://www. state.gov/wp-content/uploads/2020/11/20-02832-Elements-of
-China-Challenge-508.pdf(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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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진핑은 공산주의(Communism)와 중화주의
(Chinese Nationalism)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의 도전 사례로서 △ 종교, 민족, 홍콩의 민주화, 남중국해 문제, 대
만 문제 등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에 따른 도전 △ 지재권 침해, 글로벌 가치
사슬 지배, 신산업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 등 경제적 도전 △ 세계적 수준
의 강군화 추구에 따른 군사적 도전 △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도
전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미ㆍ중 갈
등의 요인을 적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권위주의에 의한 가치관
침해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재권 문제, 글로벌 가치
사슬 및 주요 산업에 대한 지배력,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강화 등을 중
국의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미ㆍ중 기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술침해, 군민융합전략, 중국제조 2025, 반도체 및 AI 분야의 경
쟁, 5G 네트워크 경쟁을 둘러싼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10)에서도 국제기구와 지역(아
프리카, 홍콩, 대만)에서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 경
쟁(Strategic Competition)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
력 확대는 미국 내는 물론 UN 산하의 국제기구, 일대일로 지역과 아프리카 지
역에서 중국 모델(China Model) 수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첨단산업과 표준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
와 각종 보조금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USCC(2020), “2020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2020-12/2020_Annual_Report_to
_Congress.pdf(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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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국의 도전 사례
도전 사례

주요 내용

- 신강 위구르의 민족 및 종교 문제, 600만 티벳인, 400만 몽골인, 7,000만 명의
① 국내에서의 권위주의
기독교인 등
(Authoritarianism)
- 공산당은 주권 추구 : 홍콩 문제,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 대규모 지재권 도용
- 핵심 국제 공급망(supply chain)과 기초 물질ㆍ상품에 대한 중국의 지배 강화
→ 미국 고용 240만 명 상실, 코로나19 이후 GVC 불안정성 문제 노정
- 핵심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배 구조: 철강 50%, 소비가전 70%, 소비
드론 제품 90%, 조선 45%; 2022년 중국과 대만이 세계 반도체 제조공장(fab)
의 70% 이상 보유; ‘중국제조 2025’ 이니셔티브; 군민융합전략; 중국의 AI 진
보에 따른 개인 자유 침해 가능성; AI 알고리즘 주도권 문제 등
- 5G, 디지털 인프라 구축 추진 : 화웨이 및 ZTE 보조금 지급, 5G 벤더의 중국 정
보기관 연계성, ‘Smart city’ 수출을 통해 CCP에 정보 제공; 사이버공간에서
② 공산당의 경제적
의 우위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협력(Co-optation)과
- BRI를 통한 대상국의 정치ㆍ경제적 엘리트 유인; 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강제(Coercion)
지배로 장기적(50~100년) 영향력 확보; 환경문제에 따른 BRI 프로젝트의 지
속 가능성 의문; ‘부채의 덫(debt-trap)’ 외교
- 비제약적인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중국의 레버리지): 217개 중국기업 상장
(약 2조 2,000억 달러), 중국은 국가 안전을 이유로 회계 감사를 제한; 일부 상장
기업은 군 현대화, 스파이 활동,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의 규제 및 수출 통제
대상
- 자유 및 자유민주주의 개방성 침해(공산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 제
한): 홍콩 민주화, 달라이 라마, 타이완 문제; 천인계획을 통해 기술, 영업비밀,
보호 데이터 등 탈취; 공자학원 등
- 경제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군전략 추구
③ 세계적 수준의 군대
- 2049년 세계적 수준의 강군 실현 목표
(World-Class
- 군민융합전략(MCF: Military-Civil Fusion)을 통한 불법적 미국 기술 획득; AI
Military)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 확보 등
-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국제기구의 재구축
- 인도ㆍ태평양(BRI, 디지털 경제와 5G 네트워크,남중국해 내 군사활동 강화),
중러 관계 강화, 유럽과 영국(16+1, 17+1, 대유럽 투자 확대, BRI 협력), 중동
④ 중국의 글로벌
및 아프리카(BRI, 중-이스라엘 기술협력, 대아프리카 투자 및 외교 강화), 중
우위를 향한 대장정
남미(5G, 광물 및 에너지)
- 국제기구 내 변화 : UN 내 비동맹 그룹과 연대, 국제기구에 중국인 진출(ITU,
ICAO, UNIDO, FAO), WHO에 대한 영향력 확대
자료: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2020),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0/11/20-02832-Elements-of-China-Challenge-508.
pdf(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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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11) 전망
민주당은 2020년 대선 공약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압박(tough on
China)’을 가해갈 것이며, 특히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번영, 안보, 가치를 공유하는 태평양 시대(Pacific Century) 구축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에 대한 압박 방식은
다자주의 및 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중점적으로 다룰 쟁점
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대중국 압
박 현안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추가관세 문제, 국제기구의 재가입(WHO, 기후변화협약), 우방과의 관계
강화 등 대중국 전략에서 부분적 탈트럼프화(detrumpify)가 추진될 것으로 보
인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는 현재와 유사한 강경 기조(tought
on China)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미ㆍ중 긴장 관계가 소강 상태에 진입
(또는 완화)할 것이나, 민주당의 경선 공약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밝
히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장기적으로는 미ㆍ중 간 전략경쟁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미 정
보국의 새로운 수장들이 대체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도 미국의 대중국 강경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1)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15명의 전문가
로 구성된 China Task Force를 발족하였으며, 수개월 내에 종합적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것
으로 예상된다. 작업반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요한 도전(challenges)과 기회(opportunities)
를 종합적으로 다룬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당 대선 공약과 바이든의
주요 인터뷰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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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에 대한 압박 방식은 동맹과의 연대 및 국제사회(국제기구)를 통
한 방식이 강화될 것이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강령12)에서는 민주당의 중국에
대한 전략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동맹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개방성
과 경제적 역동성, 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가치가 반영된 국제적인 룰과
규칙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하여 글로벌 교
역조건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이를 구축할 것이며, 이 경우 미국의 노동
자와 중산층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중국에 맞서 세계경제
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년 7월 29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속노조(United
Steelworkers)와의 서면 인터뷰13)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 무역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와의 싸움에서 우방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
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중국 압박에 있어 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
고 있다. 민주당 경선 강령에서는 유럽을 중국과의 경쟁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
서 ‘자연적 파트너(natural partner)’로서 우선순위, 전략, 수단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전
략은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약과 WHO 복귀로 이어졌다.
셋째, 미ㆍ중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방식이 아닌 미ㆍ중 간 상
호 협조와 갈등이 공존하는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경선 강령에
서는 대중국 접근에 있어 자멸적인 일방적 추가관세 전쟁이나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환경과 핵 문제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뢰를 가지고 중국과 접근할 것이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핵 확
산 금지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미ㆍ중 경쟁이 글로벌 안정에

12)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
2020/08/2020-07-31-Democratic-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검색일: 2020. 11. 1).
13) https://www.uswvoices.org/endorsed-candidates/biden/BidenUSWQuestionnaire.pdf(검
색일: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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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아닌 이성적인 실무 방식의 압박을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적인 실무 협상 방식으로서 미ㆍ중 정부간 협의 채널이
나 고위급 협의 채널이 재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1차 무역협정
을 파기하기보다는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의 제도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
다는 점에서 2차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추가관세의 조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
다. 즉 추가관세 부과는 중국산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과 중국산 완제
품을 사용하는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ㆍ중 1단계 무역협정이 중국의 불법 보조금
(illegal subsidies)과 국유기업 남용 등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
서 미국계 금융기관을 도울 수 있는 칩(chip)을 낭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
라서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력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기보다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2차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를 ‘위협이 아닌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
이며, 특히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
인 바 있다.14)
다섯째,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다룰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광
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ㆍ중 간 마찰의 중점이 경제(불공정 무역행위),
기후변화(환경), 안보, 인권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 민주당의 대
선 강령15)에서는 미ㆍ중의 경쟁관계가 글로벌 안정에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 인권 문제를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다룰 것임을

14) https://www.uswvoices.org/endorsed-candidates/biden/BidenUSWQuestionnaire.pdf(검
색일: 2020. 11. 1).
15)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2
020/08/2020-07-31-Democratic-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검색일: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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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또한 미ㆍ중 1단계 무역협정은 보조금, 국유기업 문제, 불공정 무역행
위 등에서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미국의 카드만 낭비했다
고 비판하고, 공정한 무역, 핵심 인프라 보호,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수단이든
취할 것임을 밝혔다.16)
① 중국의 환율조작, 불공정 무역행위(반덤핑, 불법 보조금), 사이버 침해, 지
적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서 對중국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강령17)에서는 중국 또는 다른 나라들이 환율 조작과 환율 불균형(misaligned
exchange rate), 덤핑(철강, 알루미늄 등), 불공정한 보조금(unfair subsidies)
등으로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공격적인 조치(assertive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에 강력
히 대응하고, 미국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스파이(cyber-espionage)의 중단
과 단념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환경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
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혁명’과 ‘바이 클린(Buy Clean)’정
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환경 분야에 1조 7,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50년에
는 ‘0 배출(net-zero emissions)’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당 선
거공약18)에서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
염 유발자가 미국의 경쟁력을 침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
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탄소조정세는 철강, 시멘트, 목재
등 건자재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
후변화협약에서 2060년까지 ‘0 배출’을 추진한다는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
16) https://www.uswvoices.org/endorsed-candidates/biden/BidenUSWQuestionnaire.pdf(검
색일: 2020. 11. 1).
17)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2
020/08/2020-07-31-Democratic-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검색일: 2020. 11. 1),
p. 20.
18)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demconvention.com/wp-content/uploads/2
020/08/2020-07-31-Democratic-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검색일: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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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인다. 시진핑은 2020년 9월 23일 UN 연설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이 최대치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실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19)
③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종교의 자유, 민주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중
시하며 이에 기반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중국해,
홍콩, 대만문제, 신장위구르 등에 대한 대중국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항해의 자유에 기여할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0)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
당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준수하고 대만해협의 현안에
대해 대만인의 염원과 이해에 부합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 홍콩 문제와 관
련하여 민주당은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시진핑을 지지하지 않으며, 홍콩 시
민의 민주화 권한을 지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홍콩 자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정
부인사,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홍콩인권과 민주화 법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을 전면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와 함께 백만 명 이상의 신장위구르와 기타 소수민
족의 집단수용소 억류 문제에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위구르 인권법
(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이 정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21)
여섯째, 미ㆍ중 기술 패권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5G, 인터넷 안보,
사이버, 인공지능(AI), 바이오 분야에서 미ㆍ중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①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안전한 5G 네트워크(secure
5G networks)를 개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19) “China, top global emitter, aims to go carbon-neutral by 2060”(2020. 9. 23), https://
apnews.com/ 7a4216ad4026090adb8d600fab210406(검색일: 2021. 4. 15).
20) FP(2021. 2. 16), “Biden Must Keep Challenging China on Freedom of Navigation,” https://
foreignpolicy.com/2021/02/16/biden-south-china-sea-spratlys/(검색일: 2021. 2. 22).
21) FP(2020. 12. 4), “Biden Must Push Congress to Act on Human Rights in China,” https://for
eignpolicy.com/2020/12/04/congress-human-rights-china-biden/(검색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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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유지할 것이
며,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중요한 인프라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국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미국의 청결 네트워크 프로그램(CNP: Clean Network Program)의
지속 가능성을 시사한다. ② 바이든 행정부는 개방된 인터넷(인터넷 중립성 포
함) 원칙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디지털 방식으로 격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③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기술 혁명은 글로벌 재
화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서 국제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는 동시
에 국제적인 개발 제한과 바이오의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
히고 있다. ④ ‘Buy America’와 ‘Made in all of America’ 압력을 통한 탈중
국화를 추진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Made in all of America’
정책22)을 추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역외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료할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의료장비와 의약품의 국내생산(on-shoring)을 적극 추
진하고 바이오 기반의 제조업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쇼어링 펀드를 통한 보조금 지급과 관세 부과를 통해서 리
쇼어링을 추진해온 반면, 바이든 후보의 ‘Buy American’는 해외 이익에 대한
세율 인상(10.5%에서 21%로)과 해외 일자리 국내 이전 시 세액공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3)
마지막으로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태평양 파워(Pacific power)를 언급하며 태
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국의 번영, 안보, 가치를 공유하는 태평양시
대(Pacific Century)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3절에
서 후술).

22) “The Biden Plan to Ensure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https://joebiden.com/made-in-america/#(검색일: 2020. 10. 25).
23) 한국은행(2020), p. 10.

32 •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표 2-3.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중국 전략 비교(경제 분야)
구분
기본전략

바이든(민주당)
ㆍ다자주의, 다자 연맹 방식의 중국
압박

ㆍ무역, 기술, 금융, 군사 등 전 영역에서 강경자세

ㆍ미ㆍ중 경쟁 관계가 글로벌 안정에
목표

트럼프(공화당)
ㆍ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함.
ㆍ경제, 안보,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처리

ㆍ중국의 세 가지(경제, 가치관, 안보) 도전
ㆍ미국 국민의 이익 보호; 미국의 번영 촉진; 힘에
의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제고
ㆍ정부 주도의 보호주의 정책
ㆍ대량의 공급과잉에 따른 글로벌 가격 왜곡

시스템 문제

-

ㆍ비시장경제 구조, 정부 주도, 중상주의적 무역과
투자 정책
ㆍ정치개혁 퇴보와 시진핑의 장기집권 시도

ㆍ국제무역기구에 대한 관점이 트럼
프와 다름
무역정책

ㆍ국제무역 규칙과 미국의 이익을 중시
ㆍ무역규칙 제정자로서 미국 역할 중시
ㆍ다자기구를 통해 규칙 미준수 국가

ㆍ추가관세, 환율조작, 수출규제 방식을 통해 중국
에 더 많은 양보 요구
ㆍ무역제재와 기타 문제의 결합 압박

에 대한 압박 강화
ㆍ자해적 일방적 관세전쟁 회피와 신
추가관세

냉전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전략 추구 ㆍ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
ㆍ중국의 체질 강화 초래, 정책의 과도

부과

한 무기화, 미국 노동자 피해 초래
ㆍ중국은 성숙한 국가(mature economy)이면서 국
WTO
개도국 지위

-

제기구에서 개도국(developing country)을 주장
ㆍ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하게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과 관행 추진

ㆍ과학기술 투입과 안전성 중시, 다자
과학기술

주의 연맹 방식으로 중국의 관련 기
업과 기술에 대한 제재 추진

ㆍEntity List 지정, 미국 핵심기술과의 디커플링 방
식으로 중국의 과학기술기업 및 해외진출 제한
ㆍ301조 관련 네 가지 조치 위반에 대한 규제
① 중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강요
②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술인허가에서 미

기술 도용 및 ㆍ환율조작, 불법적 보조금, 지재권
사어버 침투

도용으로부터 미국 노동자 보호

국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 조치
③ 중국기업들이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첨단기
술 획득을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미국 기업 및
자산 취득
④ 민감한 정보 및 영업비밀 접근을 목적으로 미
국기업 네트워크로 불법적인 사이버 침투

제2장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 33

표 2-3. 계속
구분

바이든(민주당)

트럼프(공화당)
ㆍ중국의 불공정한 사이버법(data localizaion)을
통한 글로벌 정보 및 통신 지배 추구, CCP로의 정
보 제공

데이터 안보 ㆍ사이버 스파이 활동 강력 규제

ㆍ중국기업(Huawei, ZTE)이 해외활동을 통해 중국
의 안보를 위한 서비스 협력 강요, 그로 인한 중국
벤더의 정비와 서비스 사용에 따라 안보 불확실
성 초래

금융

ㆍ미 달러 대비 저평가, 환율 불균형 ㆍ법규 제정으로 중국기업 미 증시 상장 제한, 정보
대응

공개 강화, 거래 중지 방식으로 상장 기업 압박

ㆍ청결에너지혁명 추진 → 2050년
0 탄소 배출 달성, 향후 10년간 환 ㆍ중국은 세계 최대 환경가스 배출
경 분야에 1조 7,000억 달러 투자

ㆍ모호한 배출가스 감축 계획

ㆍ기후변화 이슈 관련 연대를 통한 중 ㆍ중국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coal-fired power
환경

국 압박

plants) 수출

ㆍ파리기후협약 미준수 시 중국에 탄 ㆍ중국은 세계 최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배출원(연
소조정세 부과

350만 톤 배출)

ㆍ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사업에서의 ㆍ주변국 수역에서의 최대 불법 조업국가
환경문제 제기
ㆍ중국의 군사굴기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상업 및 공급체인에 복합적 도
ㆍ아태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
군사기술

ㆍ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 강화 병행
ㆍ핵 확산 방지 등의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

전
ㆍ군민융합전략(MCF: Military-Civil Fusion)을 통
해 PLA가 자유로운 민간(SOE, 민영기업, 연구
소, 대학)의 선진기술 이용
ㆍ불투명한 MCF 연계로 미국 및 동맹국의 겸용
(dual-use) 기술이 중국 군사개발로 유입; CCP
의 국내 반대파 탄압, 외국위협 능력 강화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자료

United Steelworkers와의 서면 인터
뷰 등 정리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자료: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0. 11. 27);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demconvention.com/wp-c
ontent/uploads/2020/08/2020-07-31-Democratic-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검색일: 2020. 11.
1); https://www.uswvoices.org/endorsed-candidates/biden/BidenUSWQuestionnaire.pdf(검색일: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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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입장과 대응전략
가. 중국의 기본 입장
중국은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전쟁이 두렵지 않고, 필요시 부득이 싸울 수
밖에 없다(不願打, 不怕打, 不得不打)’는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다루어왔
다.24) 미ㆍ중 마찰이 본격화된 2018년 7월 6일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결코 주
도적으로 무역전쟁을 할 의도가 없으나, 상대방이 원한다면 중국도 반드시 상
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은 흔들림 없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갈 것이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미ㆍ중 마찰에 대해 ‘미ㆍ중 경제관계의 안정이 미
ㆍ중 관계 안정의 시금석’이라는 입장에서 다음의 세 가지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은 △ 국가 주권과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대응하
고 △ 무역불균형 문제 등 중국의 양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으로 해결하며 △ 미ㆍ중 마찰을 중국의 제2의 WTO 가입으로 인식하고 국내
개혁과 대외개방의 기회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첫째, 2019년 6월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중ㆍ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 측
입장(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백서에서는 양국 문제는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였다.25) 백서에서 미국은 2017년 8월 미국 국내
법 301조에 의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를 개시한 이래 중국이 그동안 실
시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환경 개선 조치를 정당한 평가
없이 왜곡하고 있으며, 추가관세와 투자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기업을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에서 얻은 성취는 ‘기술 절도’가 아니라
자력갱생의 결과라고 항변하였다.26) 미ㆍ중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경
24)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
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25) 国务院新闻办公室(2019. 6. 2),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http://www.gov.cn/zhengce/20
19-06/02/content_5396858.htm(검색일: 2020. 11. 30), 재인용: 연원호 외(2020b),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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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무역의 균형 발
전을 위해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1차 무역협정에서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합
의하였다.
둘째, 국가발전권(중국제조 2025), 영토 주권(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등),
외교 주권(영사관 폐쇄 등) 등 국가주권과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대한 도
전에 대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강경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9월에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中國的和平發展)」백서에
서 중국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이익으로 국가주권, 국가안전, 영토완정과
국가통일, 중국 헌법이 보장한 국가정치제도와 전반적 사회 안정, 경제와 사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27)
표 2-4. 미ㆍ중 무역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장
주요 쟁점
무역불균형

중국의 입장
- 미국 내 저축 부족, 미중의 비교우위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체제 문제,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품 수출 규제가 원인
- 미국우선주의 입각한 자국 이익 추구

공평무역

- 발전단계를 무시한 절대적 대등 개방 요구
- 중국은 WTO 가입이후 관세인하 추진(15%→8%)

강제
기술이전

- 미국기업이 기술협력의 최대 수혜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강제적 기술이전은 없으며, 강제기술이전은 왜곡임
- 기술이전은 상업계약에 의한 자발적 기술이전

지재권 침해 - 지재권 법률 체계 정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입법사법 조치 지속 강화
중국기업의 -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미 투자는 사실 무근
대미투자

- 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기반
- WTO 규정에 입각한 보조금 정책 운영 및 통보 의무 준수

보조금 정책 - 외자기업의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 노력
- 농업의 시장화 수준 제고
자료: 国务院新闻办公室(2019. 6. 2),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http://www.gov.cn/zhengce/2019-06/02/
content_5396858.htm(검색일: 2020. 11. 30) 정리.

26) 연원호 외(2020a), p. 17.
27)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2011. 9. 6), 《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全文), http://www.scio.gov.cn/ztk/dtzt
/58/3/document/999959/999959.htm(검색일: 2020. 11. 30), 재인용: 연원호 외(2020a),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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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 보조금 문제, 거버넌스 등 중국 제도 관련 사
안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
다. 미중 마찰 초기에 미중 마찰을 ‘제2의 WTO 가입’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의 입장도 적지 않았다. 다만 제도
적인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점진적 해결을 주장
하고 있다.

나. 핵심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협상전략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상무부, 외교부 등 중국정부가 발표한 백서 및 기자
회견 등을 기초로 미ㆍ중 양국간 핵심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한다.
① 2018년 9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미ㆍ중 마찰의 사실과 중
국의 입장｣ 백서28)를 통해 미국은 자국에도 대대적인 시장경쟁 왜곡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무역을 저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열시키는 무역과
투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전심사를
남용하여 타국 기업의 정상적인 미국 내 투자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우
선주의, 국내 문제의 국제화, 경제 문제의 정치화를 통해 타 국가에 손해를 끼
치고, 현재 미국의 국제적 모습과 미래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손상을 입히
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미ㆍ중 마찰을 ‘무역전쟁(貿易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8가지 입장을 제시하였다.
동 백서에서는 미국의 301조 보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
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첫째, 미국이 중국에 “경제침략, 불공평무역, 지식재산권 절도, 국가자본주
의”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미ㆍ중 경제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며,

28) 国务院新闻办公室(2018. 9. 24), 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 http://images.mofcom.gov.
cn/jm/201809/20180926033140995.pdf(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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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와 중국 인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 동시에 미국 국민의 실리를 존중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무역’이 국제규칙에 근거하기보다는 ‘미국 우
선’에 기인한 자국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핵심으로 미국은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나라를 향해 ‘절대적 대등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셋째, 미ㆍ중 간 무역불균형은 중국의 미국 내 저축 부족, 미ㆍ중의 비교우위
차이,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체제 문제,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품 수출 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이후 2019년 6월에 상
무부가 발표한 ｢미국이 미ㆍ중 경제협력에서 얻은 이익에 관한 연구보고｣29)에
서도 유사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넷째,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은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 노력
에 대한 모욕(污蔑)이며, 중국의 기술 진보는 중장기적으로 실시해온 과학기술
진흥전략(科教兴国战略)과 혁신구동발전전략(创新驱动发展战略)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01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여 2017년에는 1조 7,600억 위안으로 미국에 이
어 세계 2위에 달했다고 설명하였다.
다섯째, 중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기반한 것으
로서 선진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중국정부가 기업의 해외진출(해외 M&A)을 지
원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005~17년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232건 중에서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1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 금융, 서비스 분야이다.
여섯째, 중국은 시장 불균형과 경제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
금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보조
금으로 WTO의 ｢보조금과 반보조금 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동 백서에서는 미ㆍ중 마찰에 대한 중국의 8가지 기본 입장을 제시하
29) 商务部(2019. 6. 6), 《关于美国在中美经贸合作中获益情况的研究报告》, http://www.mofcom.gov.c
n/article/i/jyjl/l/201906/20190602872608.shtml(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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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째, 국가 존엄(国家尊严)과 핵심이익(核心利益)은 확고히 지킨다. 미ㆍ
중 무역전에 대해서는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고, 필요시에
는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不愿打、不怕打、必要时不得不打)”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울러 협상은 상호 존중, 상호 평등, 언행에 대한 신뢰, 언행 일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의 발전권(发展权) 희생을 대가로 삼지 않는다는
협상의 원칙도 제시하였다.
둘째, 미ㆍ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과
양자 투자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적적한 시점에 양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
작한다.
셋째, 다자무역체제의 유지와 개혁을 병행한다. WTO의 개혁, 글로벌 가치
사슬과 무역 가치사슬 통계 제도 개혁을 지지한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G20, APEC 내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를 추진한다.
넷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견지한다. 중국은 지재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여
관련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은 법률적 수
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재권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어떠한 보호
무역주의에도 반대한다.
다섯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WTO 규칙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동일한 대우, 평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외
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격히 처벌한다.
여섯째,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개혁은 기본국책(基本国策)인 동
시에 발전의 근본 동력으로 더욱 심화하고, 개방의 대문은 다시 닫지 않으며,
더욱 확대한다. 특히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
로 실시하며, 관세를 더욱 낮춘다.
일곱째,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상호공영 협력을 확대한다. 미ㆍEU 투자협정
(CAI)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이를 기반으로 자유무역 논의를 시작한다. 한ㆍ
중ㆍ일FTA 및 RCEP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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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② 「미ㆍ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 입장」30)에서는 미ㆍ중 협상에 대한 중
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백서에는 미ㆍ중 협상의 상호존중, 호혜평
등, 상호신의 등 기본적인 협상 원칙 외에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불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의 발전권을 제한하는 미국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상호존중에 있어 사회제도, 경제체제, 발
전 방식과 권리를 존중하여 ‘bottom line’과 ‘red line’을 넘어서지 말아야 하
며, 일방의 발전권을 대가로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의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으로
서 일국의 주권과 존엄의 존중, 상호평등, 국가 발전 단계의 차이에 대한 인정,
상대방의 발전 방식 기본 제도 존중, 형평성 등을 제시하였다.

다. 중국의 강경대응 기조 강화
미ㆍ중 마찰이 무역, 기술 등 경제 분야를 넘어서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등
국가의 발전권, 안보, 인권,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확산되면서 중국도 강경자세
를 취하고 있다.
①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가
중국의 위협론을 과장하고, 중국 정치제도 및 전략의도를 왜곡하여 중국에 대
한 전방위적 강경정책을 취할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31) 또한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매우
강경한 어조의 4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30) 国务院新闻办公室(2019. 6. 2),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http://images.mofcom.gov.cn/l
gj/201906/20190605184244727.pdf(검색일: 2020. 11. 30).
3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5. 22),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
3025/t1781704.shtml(검색일: 2020. 11. 30), 재인용: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
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962&menuNo=20
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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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중국 성립 이후 70년간의 사실이 증명하듯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새로운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어떠한 그 누구도 중국의 웅대한 발전을 막
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32)
둘째,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가 제시한 “미국의 대중 접촉정책
실패”와 “중국 개조 실패” 등은 황당무계(无稽之谈)한 주장에 불과하며, 상황이
다른 두 개의 대국간에는 상호존중, 평등 상대, 구존동이(求存同異)33)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34)
셋째, 중국은 미국과 불충돌ㆍ비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하겠다는 기본 원
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언급
했다.35)
넷째, 현재 미ㆍ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처해 있으며, 안정과 발전의
미ㆍ중 관계가 양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
국에 대해 냉전사고와 의식 형태(이데올로기)의 편견을 버리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미ㆍ중 관계 구축해갈 것을 촉구하며, 내정 간섭, 중
국의 이익 침해, 중ㆍ미 관계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36)
②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 8월 30일에 미ㆍ중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37) 미ㆍ중 관계는 ‘신냉전’을 향한 충돌이 아니고, 미ㆍ중 마찰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이지만, 중국의 국가이익과 민족 존엄을 해치
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38) 첫째, 미ㆍ중 간의 갈등 또는 모순의 본질에 대
3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5. 22),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
3025/t1781704.shtml(검색일: 2020. 11. 30).
33) 이견이 있을 경우 일단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부터 협력.
3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5. 22),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
3025/t1781704.shtml(검색일: 2020. 11. 30).
3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5. 22),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
3025/t1781704.shtml(검색일: 2020. 11. 30).
3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5. 22),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
3025/t1781704.shtml(검색일: 2020. 11. 30).
3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8. 31), 王毅：中美不是权力之争, 美国现在站在历史的错误一边, https:
//www.mfa.gov.cn/web/wjbzhd/t1810548.shtml(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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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권력 쟁탈도, 지위 쟁탈도, 사회제도 쟁탈도 아니다. 다자주의와 일방주의
의 충돌이며, 상생공영이냐 제로섬 게임이냐의 문제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둘
째, “현재 미국의 외교는 일방적 제재와 체면깎기 공격이다.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책임 추궁에 대해 중국은 사실에 근거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민족존
엄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셋째, “미ㆍ
중 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중국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공동의 관심사
에 대해 미국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원한다. 또한 중국은 유럽 각
국이 미ㆍ중 관계의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
급했다.
③ 2020년 8월에 환구시보(环球时报)가 중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ㆍ
중 관계 조사설문39)에서 중국인들은 미국의 공격을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격
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96%가 미국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98%가 미국이
중국 공산당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미국의 공격은 중
국 인민과 공산당 관계에 대한 도발이며, 중국의 단결을 해치고 중국에 대해 신
냉전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97%가 국가가 반
제재조치를 취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미국을 공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2020. 8. 11, 외교부 기자회
견)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이 중국 인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단결시키
고 있음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중
국을 개조하려는 환상을 버리고 △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무리한 간섭을 중지
하며 △ 중국의 정당한 권익에 대한 만행적 압력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

38)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
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39) 环球时报调查显示超97%网友支持 “中国采取反制措施回击美挑衅”, 赵立坚：建议美方看一看(2020.
8. 11), https://world.huanqiu.com/article/3zQPbXWvMMk(검색일: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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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였다.40)
④ 중국은 미국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과 불필요하
게 대결 국면을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압박을 활용하여 내부 결집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왕
이 외교부장은 2020년 7월 중ㆍ미 싱크탱크 미디어 영상포럼 축사에서 “미국
과 중국은 상대방을 바꾸는 방법이 아닌 상이한 제도와 문명 간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에 전면 대항할 생각도 없다. 우리의 관심은 자국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41)

40) 中国网(2020. 8. 11), 赵立坚谈 “中美关系调查问卷”：建议美方去看一看, http://news.china.com.
cn/txt/2020-08/11/content_76588183.htm(검색일: 2020. 11. 30).
4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7. 9), 王毅, “守正不移，与时俱进 维护中美关系的正确方向 —在中美智
库媒体论坛上的致辞”, https://www.fmprc.gov.cn/web/wjbzhd/t1796282.shtml(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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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
는 대중국 압박의 목적은 ① 미ㆍ중 간 무역불균형 해소 ② 중국의 기술 도용 방
지 ③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제도적 투명성 제고(강제 기술이전, 국유기업,
보조금, 위안화 저평가 등의 해소) 등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로부
터 중국을 고립시킴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중장기적 목적이 더 강하
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이 2020년 5월 21일 발표한 ｢미국
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42)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
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술패권 경쟁이 미ㆍ중 갈등의 근본 원인임을 밝히
고,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추가관세 부과로 대
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GVC에서 중국을 떼어내려는 탈중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ㆍ
중 갈등이 기술패권 경쟁과 전략경쟁 차원을 넘어서 이데올로기 전쟁, 미국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이 제
기하는 이슈를 정리해 보면 △ 중국의 제도 투명성 △ 중국의 기술적 추격 위협
△ 중국의 국제기구 및 지역 영향력 확대 △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
관에 기반을 둔 갈등 문제로 대별해볼 수 있다.

42)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
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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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 301조 보고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WTO 이행평가 보고서, 의회 청문회 보고서, 기타 중국의 경제침략 관련 보고
서를 중심으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와 관련된 쟁점
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중국의 제도 개혁 이슈
1) 중국의 불공정행위 규제
첫째, 301조 조사 결과보고서43)에서는 광범위한 중국의 첨단 분야 산업 지
원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혁신 정책과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301조 조사보고서는 ① 중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강요
②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술인허가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 조
치 ③ 중국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받은 중국기업들의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미국 기업 및 자산 취득 ④ 민감한 정보 및 영업비밀 접근을 목적
으로 하는 미국기업 네트워크로의 불법적인 사이버 침투 등 4가지 불공정 조치
를 지적하였다.
둘째,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44) WTO 이행 평가 보고서,45) 제니퍼 힐만

43) USTR(2018. 3. 22),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https://ustr.gov/
sites/default/ 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301%20Draft%20Exec%20Summary%
203.22.ustrfinal.pdf(검색일: 2020. 11. 25).
44) USTR(2020),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https://
ustr.gov/sites/default/files/2020_National_Trade_Estimate_Report.pdf(검색일: 2020. 11. 25).
45) USTR(2020. 3), 2019 USTR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https://ustr.
gov/sites/default/files/2019_Report_on_China%E2%80%99s_WTO_Compliance.pdf(검색
일: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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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fer Hillman)46) 청문회 보고서, 백악관 「중국의 기술 및 지재권 경제
침략 보고서」,47) 국가방첩보안센터(NCSC) 「해외 사이버경제스파이 보고
서」,48) 미국방부 보고서49)에서도 중국의 산업보조금, 외국인투자 규제 및 기
술이전 강제, 지재권 도용, 차별적 기술표준, 중국정부 주도의 해외투자, 사이
버 경제 스파이 활동, 군민융합전략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표 3-1. 미국의 주요 정책 보고서에 나타난 중국의 불공정행위
보고서

중국의 주요 침해 행위
- 차별적 중국의 기술이전ㆍ지재권ㆍ혁신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
- 외자지분 제한, 각종 행정 검열 및 승인절차 등을 통해 기술이전 요구
- 첨단기술, 지재권, 기술 취득 목적의 대미 투자 인수에 불공정 개입 및 지원
- 영업비밀 및 정보 탈취를 위한 미국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 지원 및 개입

301조 보고서 - 중국정부 주도 첨단기술 분야 해외투자
ㆍ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중국의 해외투자 전
략은 시장원리 및 투자에 대한 상호주의 대우를 위반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의 경쟁력
훼손ㆍ미국기업의 지속적 이노베이션 능력 약화ㆍ시장왜곡 등을 야기함으로써 미국
의 이익을 침해
국가별무역
장벽보고서
(2020)

- 중국정부가 특정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수단은 여타 WTO 회원국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대대적인 정부 개입과 지원을 포함
- 산업분야에서 시장왜곡을 낳고 심각한 과잉설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46) USCC(2018. 6. 8), TESTIMONY OF JENNIFER HILLMAN, https://www.uscc.gov/sites/defa
ult/files/Hillman%20Testimony%20US%20China%20Comm%20w%20Appendix%20A.pdf
(검색일: 2020. 11. 25).
47) 기술과 지재권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경제침략의 5가지 유형 중에는 △ 물리적 절도, 기술 및 지재권에
대한 사이버절도 △ 강압적ㆍ침입적 규제 및 진입제한 △ 경제적 강제 △ 정보수집이 포함됨. White
House Office of Trade & Manufacturing Policy(2018. 6),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https://www.hsdl.org/?view&did=812268(검색일: 2020. 11. 26), 재인용: 연원호
외(2020a), p. 117.
48)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2018), “2018 Foreign Economic
Espionage in Cyberspace Report,” https://www.dni.gov/files/NCSC/documents/news/2
0180724-economic-espionage-pub.pdf(검색일: 2020. 11. 25).
49)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20. 9), https://media.defense.gov/2020/Sep
/01/2002488689/-1/-1/1/2020-DOD-CHINA-MILITARY-POWER-REPORT-FINAL.PDF
(검색일: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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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보고서

중국의 주요 침해 행위
- 보조금, 중국제조 2025 정책, 수출통제, 강제 기술이전 등 중국의 산업 및 통상정책이

WTO 이행
평가 보고서
(2020. 3. 31)

WTO 규범에 불합치함 지적
-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산업보조금으로 인해 야기되는 미국산업의 피해를 시정하기 위
해 상계관세조치 또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 중국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 제25조 규정인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 제기

제니퍼 힐만
(Jenniffer
Hillman)
청문회 보고서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중국 시장왜곡 시정을 위한 조치’에 관한 청문
회(2018. 6. 8)
- 미 첨단기술 기업 및 자산 인수를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에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
- 중국의 불공정 정책ㆍ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우려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WTO 제소를 통해 공동대응 필요
-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핵심 기술ㆍ지재권 획득, 미래 신성장 주도 신흥첨단

백악관
「중국의 기술 및
지재권
경제침략
보고서」

기술ㆍ국방 산업기술 성과물 탈취와 같은 경제침략을 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경제 규모, 시장왜곡 정책,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고려해 볼 때
첨단기술ㆍ지재권을 겨냥한 경제침략은 미국은 물론 ‘세계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위
협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경제침략을 실행하는 데 사용된 중국 산업
정책 관련 주요 법률, 정책ㆍ관행을 검토하고, 중국정부가 개입(주도)하는 미국 첨단기
술에 대한 해외투자를 경제침략 유형의 한 가지로 인식
- 미국의 지재권, 영업기밀 및 독점적 정보를 탈취하려는 해외 첩보(정보) 활동으로 인한

미국가정보국

위협과 동향을 매년 조사
방첩보안센터 - 중국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한 해킹, 전략적 발전목표(과학기술 발전, 국방 현대화
(NCSC)
「해외
사이버경제
스파이 보고서」

등) 지원을 위한 사이버 스파이 행위, 첨단기술 접근 지원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펼
친다고 지적
-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도 미국의 독점적(특허) 기술ㆍ지재권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바, 장기적인 미국의 경제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위협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 도출

자료: 연원호 외(2020a), pp. 113~117 정리.

2) 산업보조금 및 개도국 지위
새로운 교역체제(또는 새로운 다자주의 체제)에서 미국이 전력을 기울여 새
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규범은 그간 중국이 부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해온 보조금과 개도국 지위 문제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의 제도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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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미국의 공격과 중국의 시간벌기가 충돌하면서 미ㆍ중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산업보조금 문제이다. 중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금과 자금은 중앙정
부,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달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저가격의 유틸리티 제공, 가속상각 인
정, 저렴한 비용의 대출, 대출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 다양한 수단의 산업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중국은 대규모 산업발전기금을 조
성해왔는데, 정부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실체(entities)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Barry J. Naughton(2020)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하는 유형의 산업발전
기금 규모는 주요 기금만을 포함하더라도 2019년 말 현재 1조 5,000억 달러
에 달한다(표 3-2 참고). 동 자금은 전략성 신흥산업,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며 국가정책에 맞추어 지방 및 중앙정부가 투자 방향을 결정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정부지출 자금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WTO에
서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 3-2. 중국의 정부 주도 산업발전기금(Industrial Guidance Fund) 규모
(단위: 억 달러)

기금명

주도 분야

규모

Central SOE Structural Adjustment Fud (국유기업구조조정기금)

중앙정부

500

National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Fund(전략성 신흥산업 기금)

중앙정부

430

Qingdao New Growth Drivers

시정부

430

National IC Fund (1차, 2차)

중앙

410

Jinan New Growth Drivers

시정부

360

China Optica Valley (Wuhan)

시정부

360

자료: Naughton(2020), p. 7

둘째, 중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부여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미
USTR은 2020년 2월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50) 중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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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라질, 싱가폴 등 25개 국가를 개도국에서 배제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
별대우(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
하였다. 또한 ｢미국의 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51)에서 중국은 ‘성숙한 국가
(mature economy)’임에도 불구하고 WTO 등 국제기구에서 개도국(developing
country)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하이테크 제
품 수입국이자 세계 2위의 GDP, 국방비 지출, 해외투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도국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하게 시장을 왜곡하는 정
책과 관행을 추진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3) 환경 이슈
환경 이슈52)와 관련하여 미ㆍ중 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
국이 세계 최대 환경가스 배출 국가인 동시에 세계 최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배
출원이지만, 모호한 배출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
히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 회복을 위한 노력을 표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
했던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탄소배출 저감 분야에
서 중국과 필요한 경우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50년까지 제로 배출을 제시
하였으며, 환경보전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여 재생가능 에너지 및 전
기차, 수소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하는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정책을 추구
50) USTR은 OECD 국가, World Bank 기준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GDP 1만 2,056 달러),
G20 회원국, 세계 무역량 0.5% 이상 등 4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도국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FEDERAL REGISTER(2020. 2. 10), “Designations of Developing and Least-Developed
Countries Under the Countervailing Duty Law,”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
ents/2020/02/10/2020-02524/designations-of-developing-and-least-developed-count
ries-under-the-countervailing-duty-law(검색일: 2020. 11. 26).
51)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
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0. 11. 27).
52) 폼페이오는 중국이 환경을 남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는 환경 가이드라인, 안전기준, 노동자
보호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China’s Environmental Abuses, https://www.state.gov/chinas-e
nvironmental-abuses-fact-sheet/(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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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 최대치 도달, 2060년 탄소 중립화(제로
배출) 실현이라는 실현 목표를 제시53)하였다. 아울러 ｢14.5 규획 건의｣에서
녹색경제의 생산액을 2025년까지 GDP의 8%로, 2035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54)

그림 3-1. 2000년 이후 세계 CO2 배출 추이
(단위: Gt)

자료: IEA(2020),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ttps://webstore.iea.org/download/direct/4036(검
색일: 2020. 11. 30).

나. 중국의 제도 개선 및 개방 대응
중국은 외국인투자제도와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 시장개방 등을 비롯하여
중국판 Entity list 제도 및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탈중국화를 예방
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① 외국기업의 탈중국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외국인투자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첫째, 중국 외국인투자제도
53) 시진핑. 2020년 9월 22일. 「习近平在第七十五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上的讲话(全文)」(2020. 9. 22),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09/22/c_1126527652.htm(검
색일: 2020. 11. 11).
54) 矢嶋康次(202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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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일환으로 2020년 1월 1일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하였다. 동 법에
서는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기술이전 요구 금지 △ 진
입 전 내국민 대우 부여 및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시행 등 외국인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과 기술을 외국자본
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중국도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둘
째, 미ㆍ중 관세전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소비재, 공산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종전의 9.6%에서 7.5%로 인하하였다. 네거
티브 리스트 수정을 통해서 미ㆍ중 1차 무역합의에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개방
조치를 단행하고 2020년 5월에는 미ㆍ중 1차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금융 분야 개
방조치를 시행하였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미국의 대중 기
술제재에 대해 중국정부는 직접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ㆍ중 마찰의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그 일례로서
2021년 6월부터 새로운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시행한다.
②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기술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기술수출 제한목록 수정을 통한 대응이다.55) 2020년 8월 28일 중국 상
무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중국 수출제한 기술목록｣56)을 수정하여 AI 등 선
진기술이 특별허가(special licences)를 받도록 하여 미국기업의 Tiktok 인수
에 제동을 거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57)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
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ByteDance가 있는데, 동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처
리 기술 중에서 이번에 △ 데이터 개성화에 기반한 정보 송출 서비스 기술(21
조) △ 인공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AIUI, 음성인식, 마이크 진열, 언어
55)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
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보다 구체적
인 내용은 박민숙, 김영선(2020) 참고.
56) 商务部(2020. 8),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商务部 科技部公告2020年第38号), http://imag
es.mofcom.gov.cn/fms/202008/20200828200911003.pdf(검색일: 2020. 11. 11).
57) “TikTok’s US sale put at risk by new Chinese tech rules”(2020. 8. 30), https://www.ft.com/
content/b87186b4-081c-49a6-a269-6d6db52fc1c8(검색일: 2020. 11. 11), 재인용: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
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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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신규 수출제한품목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ByteDance가 관련 기술을 수출(즉 Tiktok을 미국에 매각하는 등)하기 위해
서는 중국정부의 기술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58)
둘째,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제도 도입이다. 2020년 12월 19일 중국국가발
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방법｣59)을 발표하
였고, 동 방법은 30일 후인 2021년 1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방법은 중국
의 외국인투자 영역 개방 확대에 맞춘 외국인투자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60)에 맞추어 외
국인투자의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과 가능성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이다.
③ 중국 역시 안전(security)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2020년 9월에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
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61)을 제정하여 중국판 Entity List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보호, 공평하고 자유로운 국제경제
질서 보호, 중국기업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는 △ 중국의 국가 주권ㆍ안전ㆍ발전이익의 위해
△ 정상적 시장거래 원칙의 위반, 중국기업ㆍ기타 조직ㆍ개인과의 정상적인 거
래의 중단 또는 이들에 대한 배타적 조치 등으로 이들의 합법적 권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외국실체(외국기업 기타조직, 개인 포함)가 포함된다.62)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으로 지정되면 △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종사 제한
58) 微信(2020. 8. 30), https://mp.weixin.qq.com/s?__biz=MzIzMTU2MzU3NQ==&mid=22474
88179&idx=1&sn=9 6a2c64a837ffd8d453af3be122efee9&chksm=e8a31aebdfd493fd23b
c2f489823390443bdf5010ab11dc270a1f9f0bdc5b3d30c1c73fb8e07&scene=21#wechat_
redirect(검색일: 2020. 12. 1).
59) 中国政府网(2020. 12. 19), ｢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http://www.gov.cn/zhengce/zhengceku
/2020-12/19/5571291/files/0a70a863a14c4b8e9a1e9e6adcf49576.pdf(검색일: 2020. 12. 20).
60) 미국(외국인투자 심사 현대화법), EU(외국인 직접투자 조례), 호주(외국인투자 개혁법), 독일(대외무
역과 지불법 수정), 일본(외환과 무역법 수정), 영국(국가안전과 투자법 제정) 등.
61) 商务部(2020. 9. 30), 商务部令2020年第4号 不可靠实体清单规定, http://www.mofcom.gov.
cn/article/zwgk/zcfb/202009/20200903002593.shtml(검색일: 2020. 12. 1).
62)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
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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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미ㆍ중 마찰 이후 중국의 개방과 제도 개선 조치
개방 및 제도 개선 조치

주요 내용

의약품 무관세화
- 28개 의약품 잠정세율 인하(2~4% → 0%)
(2018. 5. 1)
관세인하
9.6% →
7.5%

자동차 관세 인하 - 완성차(139개 품목)는 25%(또는 20%) → 15%로 인하, 부품(79개
(2018. 7. 1)
품목)은 8~25% → 6%로 인하
소비재 관세 인하
- 1,449개 소비재의 평균관세율을 15.7% → 6.9%로 인하
(2018. 7. 1)
공산품 관세 인하
- 1,585개 품목(총 품목의 19%) 관세율 인하(10.5% → 7.8%)
(2018. 11. 1)
금융개방 로드맵
- 금융 개혁개방 3대 원칙과 개혁 조치 발표
(2018. 4. 11)
자동차 투자제한
- 외자 지분제한 철폐: 2018년 특수 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2020년
완화
상용자동차, 2022년 승용차 합자 및 합작기업 수(2개) 제한 폐지
(2018. 4. 17)

투자개방

제도
개선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 투자규제 업종 축소: 63개(2017) → 48개(2018. 6. 28) → 40개
(2019. 6. 30) → 33개(2020. 6. 23)
∘ △ 증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자지분 제한(51% 초과 불
가) 삭제 △ 50만 명 이상 도시 수도 공급 배급망의 건설ㆍ경영 관
련 중국 측 지배주주 규정 삭제 △ 항공 교통 관제 투자금지 규정
삭제 △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기업 지분 제한(중국 측 50% 이
상 보유) 삭제(2020)

외자활용계획
(2019. 11. 7)

- △ 대외개방 확대 △ 투자촉진 지원 △ 투자 원활화 추진 △ 외국인
투자기업의 권익보호 등 20개 조치 제시

통합 외국인투자법
시행(2020. 1. 1)

- 통합 외국인투자법 시행
∘ 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진입 전 내국민대우(4조) + 네거
티브리스트(28조)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2019. 11. 24)
- 지식재산권법 개정(특허법,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21. 6. 1)
∘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
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지재권 보호 강화
∘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기존의 ‘영화 또는 유사 영화’
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돼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등도 보호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不可靠实体清单)’ 지정 준비 : 대외무역
법, 반독점법, 국가안전법에 근거
※ ① 중국 기업 및 개인 대한 봉쇄, 부품 공급중단, 차별적 조치 ② 비
중국판 Entity List
상업적 목적으로 시장규칙과 계약정신 위반 ③ 중국기업 및 관련
규정 제정
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 ④ 국가안보에 위협 또는 잠재위협
(2020. 9. 19)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Entity List)’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
定) 제정ㆍ발표
- ｢수출관리법｣ 제정을 통해 Entity List(管控名单) 제정 근거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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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개방 및 제도 개선 조치
기술 수출 관리
강화

주요 내용
- ｢중국 수출제한 기술목록｣ 수정 : AI 등 선진기술에 대해 특별허가
(special licences) 의무화(Tiktok 관련 기술)
- 「네트워크안전법」 시행 (2019. 1): 개인정보, 핵심 정보 인프라, 국
외 전송 인증 심사 등 관련 법률 통합

사이버 안전 보호 - 네트워크 안전심사방법 발효(2020. 6. 1) :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자
강화

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국가안보 위험 여부 사전 심사
- 데이터안전법 추진 중(의견수렴안) : 인터넷 이용자의 데이터 해외
전송 금지
- 관제물품(군민겸용 물품, 군수품, 핵 및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

수출관제법 제정
(2020. 10. 17
통과,
2020. 12. 1 시행)

방지 등 국제의무 이행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 기술자료 등 데이
터 포함)의 수출금지 또는 제한조치
- 수출관제 리스트 제정, 관제물품의 수출허가제 실시,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제공 의무
- 타 국가 또는 지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의 안전과 이익
을 위협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48조)
- 대상 영역 : ① 국방 안전 영역(군수산업, 군수산업 패키지), 군사시
설 및 군수산업시설 주변지역 투자 ② 국가 안전 관련 중요 농산물,
중요 에너지 및 지원, 중대 장비제조, 중요 기초시설, 중요 운송서비
스,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중요 금융서비스, 핵심 기술 및 기타

외국인투자

중요 분야

사전심사제도 도입 -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한 경우(외국인투자 지분 50%
(2021. 1. 18 시행)

이상; 50% 미만이나 이사회,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의결에서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 경영의 의사 결정, 인
사, 재무, 기술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증권거래소를 통한 투자에도 적용
- 3단계 심사 : 초보 심사(안전심사 여부 결정), 일반심사, 특별심사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중국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新중국 전략연구』, p. 30 및 본문 정리.

또는 금지 △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 관련 인원, 운송수단의 중국 입국
제한 또는 금지 △ 관련 인원이 중국 내 업무 허가ㆍ체류ㆍ거주 제한 또는 금지
△ 상황의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의 벌금 부과 △ 기타 필요한 조치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63)
중국기업ㆍ기타 조직ㆍ개인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포함된 외국의 실
63)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
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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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거래하고자 할 때는 중국정부(工作机制办公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
직까지 중국이 구체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한 바는 없으나, 미국의 3개 무기 판
매상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에 대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보잉디펜스, 록
히드, 레이시온 등 3개 무기 판매 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64)
둘째, 중국은 ｢수출관제법｣제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
하는 국가와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
다. 동 법에서는 군민겸용 물품, 군수품, 핵 및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 방
지 등 국제의무 이행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 기술자료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
는 수출관제품목의 수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
관제 리스트 제정, 관제물품의 수출허가제 실시, 최종 사용자와 최종용도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법 48조에서 다른 국가나 지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대등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5)

2. 중국의 강국화 전략 견제 및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가. 중국의 강국화 견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꿈(China dream)’을 제시하며 경제ㆍ군사적 대
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제19차 공
6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10. 26), 2020年10月26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https://
www.mfa.gov.cn/web/fyrbt_673021/t1826627.shtml(검색일: 2020. 12. 1).
65)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http://www.gov.cn/xinwen/2020-10/18/content_5552119.htm
(검색일: 2020. 12. 1), 재인용: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
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
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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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 전당대회 보고66)에서 제조강국(制造强国), 과학기술강국(科技强国), 품질
강국(质量强国), 우주항공강국(航天强国), 인터넷강국(网络强国), 교통강국(交
通强国), 디지털중국(数字中国), 스마트사회(智慧社会), 무역강국(贸易强国),
사회주의문화강국(社会主义文化强国), 중국 특색 강군의 길(中国特色强军之
路), 군민융합(军民融合)의 심도 있는 발전 구도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공산당 제19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중
공 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비전 목표에 관
한 건의, 이하 14.5 규획 건의｣67)에서도 쌍순환 전략에 기반을 둔 지구전과 함
께 과학기술강국, 제조강국, 품질강국, 인터넷강국 전략 추진을 재확인했다.
｢14.5 규획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문화강국(文化强国), 교육강국(教育强
国), 인재강국(人才强国), 체육강국(体育强国), 건강중국(健康中国)을 건설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5년까
지는 과학기술강국(科技强国), 제조강국(制造强国), 품질강국(质量强国), 인터
넷강국(网络强国), 디지털중국(数字中国), 해양강국(海洋强国), 사회주의문화
강국(会主义文化强国), 일대일로(一带一路)의 고품질 발전, 국방과 군대의 현
대화(国防和军队现代化) 가속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정책을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
으로 인식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왔다.

1) 제조강국 전략 : ‘중국제조 2025’ 견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
서 제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선진국들이 재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역시 제조업 강국화가 시급한 과제

66) 人民网-人民日报(2017. 10. 28), 「习近平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cpc.
people.com.cn/n1/2017/1028/c64094-29613660.html(http://cpc.people.com.cn/n1/2
017/1028/c64094-29613660.htm(검색일: 2020. 11. 11).
67) 中国共产党新闻网(2020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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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하였다. 이에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68) 전략을 발표하여 제조강
국 실현 3단계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2025년까지 독일, 일본 등에 근
접하는 공업화를 실현하여 세계 2류의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제2단계에
는 2035년까지 세계 2류 강국의 전열에 진입하여 명실상부한 제조강국으로 부
상하며, 제3단계는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세계 일류의 제조강국으로 부
상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술 갈등이 확산되면서 공식 문건에서는 ‘중국제조 2025’ 전략
을 삭제하였다. 2019년 정부공작보고69)에서는 ‘중국제조 2025’를 대신하여
인터넷+, 스마트+, AI+, 신흥산업군 등 새로운 개념의 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
강국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 정부공작보고70)에서는 스마트제조, 인터
넷+, 디지털경제 육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2006~2020)’, ‘전략신
흥산업 발전 및 촉진에 관한 국무원 결정’을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산
업 발전을 넘어 글로벌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
부 주도의 ‘테크놀로지 드라이브’ 정책(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71) 특히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로봇, 생명과학, AI 등 첨단산업에서 전 세
계 90%를 컨트롤 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고,72)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제조 2025’ 전략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 기술 탈취, 보조금을 통한
시장왜곡, 차별적 기술표준, 과잉유발,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였다.
첫째, USTR이 공개한 301조 조사 보고서73)는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
68) 中国政府网(2015. 5. 8),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15-05/19/content_9784.htm(검색일: 2020. 11. 4).
69) 中国政府网(2019), 「2019年政府工作报告」, http://www.gov.cn/zhuanti/2019qglh/2019lhzfgz
bg/index.htm(검색일: 2020. 11. 5).
70) 中国政府网(2020), 「2020年政府工作报告」, http://www.gov.cn/guowuyuan/2020zfgzbg.htm
(검색일: 2020. 11. 5).
71) 연원호 외(2020a), p. 115.
72) Hudson Institute(2018. 10. 4), https://www.hudson.org/events/1610-vice-president-mike-p
ence-s-remarks-on-the-administration-s-policy-towards-china102018(검색일: 2020. 11. 5).
73) USTR(2018. 3. 22),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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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의 제조강국 전략을 타깃으로 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제조
2025’란 단어가 무려 114차례 언급된 바 있다. ‘중국제조 2025’ 전략 아래 기
술이전 강요, 미국기술의 탈취, 각종 산업보조금을 통한 시장왜곡과 공급과잉
초래,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등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추가관세 부과조치를 실시하였다.
둘째,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2020)74)에서는 중국정부가 특정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여타 WTO 회원국은 사용하지 않는 대대적인 정부 개입과 지원을 정
책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 해당 산업에서 시장왜곡 및 심각한 과잉설비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WTO 이행 평가보고서75)에서는 중국정부의 산업보조금으로 인해 미
국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중국은 WTO 보조금 협정 제25조 규정(보조금
통보 의무)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제니퍼 힐만(Jenniffer Hillman) 청문회 보고서76)에서는 ‘중국제조
2025’, 외국인투자 규제, 강제 기술이전, 지재권 도용, 차별적 기술표준, 정부
보조금과 같은 조치로 인해 공정ㆍ개방에 기초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약화되
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 및 자산 인수를 목적으로 한 해외 투자에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
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중국의 해외투자 체계 및 ‘중국제조 2025’ 프로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https://
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301%20Draft%20Exec%20Su
mmary%203.22.ustrfinal.pdf(검색일: 2020. 11. 25).
74) USTR(2020),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https://
ustr.gov/sites/default/files/2020_National_Trade_Estimate_Report.pdf(검색일: 2020. 11.
25).
75) USTR(2020. 3), 2019 USTR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 March 2020,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Report_on_China%E2%80%99s_WTO_Complia
nce.pdf(검색일: 2020. 11. 25).
76) USCC(2018. 6. 8), TESTIMONY OF JENNIFER HILLMAN, https://www.uscc.gov/sites/defa
ult/files/Hillman%20Testimony%20US%20China%20Comm%20w%20Appendix%20A.pdf
(검색일: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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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WTO GATT 제23조의 ‘비위반 제소(non violation)’에 해당할 여지
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3-4. 미국의 주요 보고서에 지적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의 불공정성
보고서

중국의 주요 침해 행위
- ‘중국제조 2025’를 정부 주도의 ‘테크놀로지 드라이브’ 정책(전략)으로 평가(즉
‘중국제조 2025’는 ‘중장기과학 기술반전계획(2006~2020)’, ‘전략신흥산업
발전 및 촉진에 관한 국무원 결정’과 같이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산업
발전은 물론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으로

301조 보고서

인식)
- ‘중국제조 2025’ 전략 아래 기술이전 강요, 미국기술의 탈취, 각종 산업보조금
을 통한 시장왜곡, 공급과잉 초래,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등 불공정
행위
- 중국정부 주도 첨단기술 분야 해외투자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2020)

- ‘중국제조 2025’에 대한 평가ㆍ우려 제시
- WTO 회원국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대대적인 정부 개입과 지원을 실시한 결과,
산업분야에서 시장왜곡, 과잉설비 야기

WTO 이행 평가 보고서 - ‘중국제조 2025’ 평가와 우려 : 중국제조 2025 정책이 WTO 규범에 불합치함
(2020. 3. 31)

지적
- ‘중국제조 2025’ㆍ외국인투자 규제ㆍ강제 기술이전ㆍ전례 없는 지재권 도용ㆍ
차별적 기술표준ㆍ정부보조금과 같은 조치로 인해 공정ㆍ개방에 기초한 글로

제니퍼 힐만

벌 무역시스템이 약화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훼손

(Jenniffer Hillman) - 미 첨단기술 기업 및 자산 인수를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에 중국정부가 주도적으
청문회 보고서

로 개입
-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은 WTO GATT 제23조의 “비위반 제소(non violation)”에
해당

자료: 연원호 외(2020a), pp. 113~117 정리.

다섯째, 미 국방부의 군사 및 안보 보고서77)에서는 중국제조 2025, 일대일
로를 통한 국방 기술 개발 및 영향력 확대,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전략을 미국 안보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평가하였다.

7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20. 9), https://media.defense.gov/2020/Sep
/01/2002488689/-1/-1/1/2020-DOD-CHINA-MILITARY-POWER-REPORT-FINAL.PDF
(검색일: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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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군민융합전략(MCF: Military-Civil Fusion) 견제
① 중국은 방위 및 민수 부문을 상생의 관계로 인식하고 서로의 경쟁력 강화
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민 기술 협력과 융합을 강조하여왔다. 1956년 마오쩌둥
은 ‘10대관계론(论十大关系)’에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관계로 군민겸고(军
民兼顾) 전략 사상을 제기하였고, 덩샤오핑은 “군민결합(軍民結合), 평시와 전
시의 결합, 군수품 우선, 민으로 군 양성(以民養軍) 발전의 길”을 제시하였으며,
장쩌민은 “군민결합, 만군우민(寓軍于民), 양두겸고(兩頭兼顧), 협조발전 사상”
을, 후진타오는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8차 전당대회보고에서
‘군민융합식 발전 전략(军民融合式发展战略)’ 제기하였다. 특히 5세대인 시진
핑 지도부 출범 이후 군민융합전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5년 3월에 개최된 제12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인민해방군 대표 전체회
의78) 강연에서 처음으로 군민융합발전전략(军民融合发展战略)을 제시하였고,
2016년 3월에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군민융합발전을 국가전략으로 격
상시켰다. 동년 5월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융합발전에 관한 의견｣을79) 발
표하였다. 동 ｢의견｣에서 경제건설은 국방건설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
하고, 국방건설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견고하고 강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선진기술, 제품, 기초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 기초 영역 자원의 공유 체계
△ 중국 특색의 선진 국방과학기술 공업체계 △ 군민 과학기술 협동 혁신체계
△ 군사인재 배양체계 △ 군방위 보장 사회화 체계 △ 국방 동원치계 등 군민 심
도융합 발전의 6가지 체계 구축 목표도 제시하였다. 2017년 1월에는 중앙군민
융합발전위원회(中央军民融合发展委员会)를 설치하고, 시진핑 국가군사위원
회 주석이 주임을 담당하였다. 중국은 군민융합을 위한 기금80) 설립, 군민결합
78) 中国人大网(2015. 3. 13), ｢习近平出席解放军代表团全体会议:习近平在出席解放军代表团全体会议
时强调深入实施军民融合发展战略 努力开创强军兴军新局面｣, http://www.npc.gov.cn/zgrdw/p
c/12_3/2015-03/13/content_1925799.htm(검색일: 2020. 11. 25).
79) 中国政府网(2016. 7. 21), ｢中共中央ㆍ国务院ㆍ中央军委印发《关于经济建设和国防建设融合发展的
意见》｣, http://www.gov.cn/xinwen/2016-07/21/content_5093488.htm(검색일: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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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 건설,81) 국방 관련 산학 연구를 위한 연구소 및 대학82) 육성 등 군민
융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표 3-5. 18대 이후 중국의 ‘군민융합발전전략’ 추진 과정
주요 회의
18기 3중전회 보고
(2013. 11)
제12기 전인대 3차회의
인민해방군 대표
전체회의
(2015. 3. 12, 시진핑)
중앙정치국회의
(2016. 3. 25, 시진핑)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성립
(2017. 1. 22)
중국 공산당 19대 보고
(2017. 10. 17, 시진핑)

주요 내용
- 처음으로 국방과 군대 개혁을 개혁ㆍ개방 범위의 하나로 편입
※ 국방과 군대 개혁의 3대 임무: 편제 조정 개혁, 군대 체제 조정 개혁, 군민융
합 심도 발전
- 2015년 3월, 시진핑이 제12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인민해방군 대표 전체회
의 강연 에서 처음으로 ‘군민융합전략’제시
※ 군민융합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킨다. 군민융합발전전략은 장기적으
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협조 발전 규율의 중대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양자가 서로 협조발전, 균
형발전, 겸용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융합발전에 관한 의견(关于经济建设和国防建设融
合发展的意见)｣ 통과 및 실시
- 군민융합발전을 국가전략으로 격상
- 군민융합발전의 중요 문제 결정, 의사협조기구, 군민융합발전의 통일 영도,
중앙 정치국 및 상무위向 보고 등
- 주임: 시진핑, 부주임: 리커창, 왕후닝, 한정
- 중국의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의 하나로 군민융합발전전략(军民融合发展战
略) 실시 견지
- 국방과학기술공업 개혁 심화, 군민융합 심도발전 구도 형성, 일체화 국가전
략 체계 및 능력 구축

자료: 共产党员网(2013. 11. 12), 「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news.12371.cn/2
013/11/12/ARTI1384256994216543.shtml; 中国人大网(2019. 3. 13), 「共同把强军事业推向前进」, http://
www.npc.gov.cn/zgrdw/npc/xinwen/2019-03/13/content_2082582.htm; 国防部网(2017. 3. 24), 「“漫”
学两会｜有一种融合叫“军民融合”」, http://www.mod.gov.cn/photos/2017-03/24/content_4776461.htm;
环球网(2017. 1. 22), 「召开会议，决定设立中央军民融合发展委员会」, https://china.huanqiu.com/article/9
CaKrnJZY3O; 人民网(2017. 11. 21), 「推动军民融合深度发展--理论」, http://theory.people.com.cn/n1/201
7/1121/c40531-29657926.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6).

80) 2015~2018. 3/4분기까지 형성된 군민융합기금은 총 4,115억 위안(이 중 정부산업기금 및 유도기금
이 4,024억 위안, 벤처투자 등이 72억 4,000만 위안)임. 搜狐(2019. 3. 14), 2019年中国军民融合白
皮书, https://www.sohu.com/a/301333114_120028794(검색일: 2020. 11. 26).
81) 국방 및 민수 연구개발ㆍ생산 자원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을 민군기술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2009년부터 군민결합 산업기지(軍民結合産業基地)를 인정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8차례에 거쳐 22
개 지방에 총 36개의 국가급 군민결합 산업기지를 인정하였다. 搜狐(2019. 3. 14), 2019年中国军民
融合白皮书, https://www.sohu.com/a/301333114_120028794(검색일: 2020. 11. 26).
82)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Beihang University, Northwestern Polytechnical University, Nanj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등. Joske
(2019), p. 8, https:// www.aspi.org.au/report/china-defence-universities-tracker(검색일: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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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은 군민융합전략을 국방기술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매
우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자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세계의 최첨단 기술을 획득(도용 포함)하여 군사 부문에 적용하
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에 대해 미국은 다음
과 같은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 미 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 군민융합전략 대응을 위한 전문 사이
트83)에서는 MCF에 대해 2049년까지 중국인민해방군(PLA)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world class military)로 만들기 위한 중국 공산당(CCP)의 국가전략으
로 평가하고 있다.84)
둘째, MCF 아래 중국 공산당이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의 민간, 연
구자, 학자 및 민간기업의 지재권, 핵심 연구, 선진 기술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연구기관, 학자, 민간 기업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인민해방군(PLA)
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군민융합전략에서 타깃으로 하는 기술은 양자컴퓨팅, 빅데이터, 반도
체, 5G, 선진 원자력 기술, 우주항공 기술, AI 등 겸용(dual-use)이 가능한 기
술들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중국 공산당은 경제 및 군사의 동시 발전을 목표로 중국의 과학기술
기업을 재조직하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Military-Civil Fusion
Development)의 장으로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은 2020년에 들어서면서 MCF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
하고 있다. 폼페이오(Pompeo)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하의 중국 공산당은 소위
MCF라는 이름 아래 기업과 연구자가 중국 군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
83) U. S. Department of State(2020),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Military-Civil Fusion
Policy,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20/06/What-is-MCF-One-Pager.
pdf(검색일: 2020. 11. 27).
84)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
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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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85) 또한 MCF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위협을 넘어서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평가하였다.86) 이어 2020년 5월에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는 극초음속(hipersonis), 양자컴퓨팅, AI, 바이오, 기타 신
흥 기초기술 등 선진기술 획득 목적의 중국 군민융합전략에 대비하여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갈 것임을 밝혔다.87)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 중국의 군사 굴기
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상업 및 공급체인에 복합적
인 도전이며 △ 군민융합전략을 통해 PLA의 자유로운 민간(SOE, 민영기업, 연
구소, 대학)의 선진기술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불투명한 MCF 연계로 미
국 및 동맹국의 이중용도(dual-use) 기술이 중국 군사개발로 유입되어 CCP의
국내 반대파 탄압과 외국에 대한 위협 능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미 국방부의 군사 및 안보 보고서88)에서는 군민융합 발전전략을 중대
위협으로 평가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군민융합전략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
적하고 있다. 첫째, 군민융합전략에서는 과학기술을 군사현대화의 목표로 설정
하고, 인공지능(AI), 자동화 시스템, 첨단 컴퓨팅, 양자정보과학, 바이오기술,
첨단소재 및 제조 영역의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중국은 민간기
업, 대학, 지방정부에 군의 현대화 기술 개발을 위해 보조금 지원 또는 협조를
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 셋째, 중국은 연구, 자원, 지재권 분야 등에서 암묵적
조치를 이용하여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기업을 배제시키고 있다. 넷째, 중
국은 군 현대화를 위한 명시적 및 암묵적 수단에 의한 민감 및 이중용도 군사기
반 외국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상업적 JV, M&A, 정부 지원하
의 산업 및 기술 스파이 활동, 군사 관련 연구개발ㆍ합병 등을 지원하고 있다.
85) U.S. Department of States(2020. 1. 13), https://www.state.gov/silicon-valley-and-nation
al-security/(검색일: 2020. 11. 27).
86) U.S. Department of States(2020. 3. 16), https://www. state.gov/the-prcs-military-civil-fu
sion-strategy-is-a-global-security-threat/(검색일: 2020. 11. 27).
87)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
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88)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20. 9), https://media.defense.gov/2020/Sep
/01/2002488689/-1/-1/1/2020-DOD-CHINA-MILITARY-POWER-REPORT-FINAL.PDF
(검색일: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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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국 군민융합전략에 대한 미국의 우려
구분

주요 내용
ㆍ중국의 군사굴기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상업 및 공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2020. 5)

급 체인에 복합적 도전이 됨.
ㆍ군민융합전략(MCF)을 통해 PLA가 자유롭게 민간(SOE, 민영기업, 연구소, 대
학)의 선진기술 이용
ㆍ불투명한 MCF 연계로 미국 및 동맹국의 이중용도(dual-use) 기술이 중국 군
사개발로 유입; CCP의 국내 반대파 탄압, 외국 위협 능력 강화
-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를 통한 국방기술 개발 및 영향력 확대, MCF 발전전
략의 위험성 평가
- 과학기술을 군사현대화의 목표로 설정
ㆍ인공지능(AI), 자동화 시스템, 첨단 컴퓨팅, 양자정보과학, 바이오기술, 첨단
소재 및 제조 영역

미 국방부의 군사 및
안부 보고서
(2020. 9)

ㆍ중국은 민간기업, 대학, 지방정부에 군의 현대화 기술 개발을 위해 보조금 지
원 또는 협조 압박
ㆍ중국은 연구, 자원, 지재권 분야 등에서 암묵적 조치를 이용하여 미국의 과학
기술 분야 연구 기업 배제
- 군 현대화를 위한 명시적 및 암묵적 수단에 의한 민감 및 dual-use, 군사기반
기술 외국기술 획득; 외국인투자, 상업적 JV, M&A, 정부 지원하의 산업 및 기
술 스파이 활동, 군사 관련 연구개발ㆍ합병 등에 대한 지원
※ 2019년에는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항공, ASW
(aviation, anti-submarine warfare) 기술 획득을 위해 노력

자료: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
-china(검색일: 2020. 11. 2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20. 9), 2020 Report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media.defense.
gov/2020/Sep/01/2002488689/-1/-1/1/2020-DOD-CHINA-MILITARY-POWER-REPORT-FINAL.PDF
(검색일: 2020. 11. 26).

③ 미국은 군민융합전략에 대한 압박으로 군 관련 기업을 지정하여 동 기업
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인민해방군과 연
계된 대학과의 인적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중국 군 기업과의 거래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국방부(DOD)는
2020년 6월, 2020년 8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네 차례에 걸쳐 ‘Section
1237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9’
에 근거하여 중국의 군민융합전략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사회주의 중국 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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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을 지정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상업 서비스 제공ㆍ제조ㆍ생산ㆍ수출 기업
을 대상으로 한다.89) 2021년 1월 현재 44개 기업 중 많은 기업이 상무부의
Entity List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90) 해당 기업에는 통신장비, 반도체, 우주
항공, 조선, 통신사, 에너지 개발, 건설사 등이 망라되어 있다.
둘째, 미국 자본의 중국 군 기업 유입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
는 2020년 11월 12일 행정명령91)을 발표하여 IEEPA와 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중국의 군민융합전략과 연계된 군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를 제한한
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제한 조치는 미국인 개인이 중국 군 기업의 공개증권
(security) 및 파생증권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2020. 11. 11 이후)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아울러 기존에 투자된 자금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철수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투자사, 연금 및 기타 자금이 중국의
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92) 바이든 행정부는 2021
년 1월 27일 발효 예정이었던 동 조치의 발효일을 2021년 5월 27일로 연장하
는 조치를 취하였다.93)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59, 2020. 11.
11)을 통해 중국 공산당 군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증권 거래 금지 조치를 발
89)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
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90) US DEPT of DEFENSE(2021. 1. 14), DOD Releases List of Additional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37 of FY99 NDAA, https://www.defense.gov/Newsroom/
Releases/Release/Article/2472464/dod-releases-list-of-additional-companies-in-acco
rdance-with-section-1237-of-fy/(검색일: 2021. 2. 10).
91) The White House(2020. 11. 1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
utive-order-addressing-threat-securities-investments-finance-communist-chinese-mil
itary-companies/(검색일: 2021. 1. 27).
92) Reuter(2020. 11. 13), https://www.reuters.com/article/usa-china-securities/update-5-t
rump-bans-u-s-investments-in-firms-linked-to-chinese-military-idUSL1N2HY2O7(검
색일: 2020. 11. 15).
93)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1. 1. 26), Executive Order 13959 of November 12, 2020
Addressing the Threat From Securities Investments That Finance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as Amended,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ccmc_
gl1a_01272021_1.pdf(검색일: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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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데 이어, 이에 근거하여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2021년 1월 8일 뉴욕
증시에서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3개사가 발행한 미국
예탁증서(ADRs: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거래를 중단(1. 11 이후)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상기 3개사는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 군이 소유하
거나 통제하는 44개 기업94)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모바일은 각각 1997년, 2000년, 2002년에 NYSE에 상장되었
으며, 3개사의 ADRs 규모는 각사 총 주식의 2.73%, 0.69%, 1.14%로 직접적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95)
④ 미국이 군민융합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은 ｢14.5
규획 건의｣에서는 군민융합전략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민융합을 이유
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첨단기술을 봉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
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낡은 냉전적 사고는 국제적 조류에도 맞지 않으며 양
국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융합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미국 다국적기업이 ‘군
민융합체’로서 민간용과 군용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96) 또한 군 기업
지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군민융합전략에 대한 중상모략이며, 국가안전을 이
유로 하는 중국 특정기업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판하였다.97)

3) 중국의 차별적 표준을 이용한 글로벌 표준 제정자 부상 규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표준의 수용자에서 표준의 제정자로 부상하는 것
94)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1. 1. 26), Executive Order 13959 of November 12, 2020
Addressing the Threat From Securities Investments That Finance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as Amended,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26/ccmc_
gl1a_01272021_1.pdf(검색일: 2021. 1. 27).
95) 2020년 12월 말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China Concept Stocks)은 총 265개
이며, 이 중 160개가 ADRs 형식으로 상징되어 있다. CITIC(2021. 1. 3).
9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7. 23), 「2020年7月23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
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00184.shtml(검색일: 2020. 11. 27).
9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11. 13), 「2020年11月13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
//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32213.shtml(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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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본적으로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은 ‘중국표준 2035’는 ‘중국
제조 2025’와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중국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표
준으로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해방군 무
기 개발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중무역위원회(USCBC)가 2020년 1월 말 현재 유효한 중국 국가표준망98)
에 공개된 3만 8,000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 정도만이
국제표준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표준이 국제표준을 따르는 비중도 2010년 35%에서 2019년에는 24%로 낮아
졌다.99) 제니퍼 힐만(Jenniffer Hillman) 청문회 보고서에서는 중국제조
2025의 차별적 기술 표준이 외자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3-2. 중국 국가표준 중 국제기준 적용 건수 및 비중
(단위: 건, %)

자료: US-China Business Council(2020. 2), https://www.uschina.org/sites/default/files/standards_setting_in_
china_challenges_and_best_practices.pdf(검색일: 2020. 11. 27).

98) 国家标准网官网, http://openstd.samr.gov.cn/bzgk/gb/(검색일: 2020. 11. 27).
99) US-China Business Council(2020. 2), Standards Setting in China Challenges and Best
Practices, https://www.uschina.org/sites/default/files/standards_setting_in_china_chal
lenges_and_best_practices.pdf(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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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체 산업표준 사용 확대 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
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을 활
용하여 세계시장의 주요한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산업표준 활용을 확대하려 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차별적 산업표준
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표준 2035’에 대해 중국이 글로벌 표준을 다시 쓰려는 전략으로
이해100)하고 있다. 중국 전략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표준 2035’를 직접 언급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산업에서 글로벌 표준과 혁신을 주도해
갈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차별적 산업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지 못하도록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기술적 디커플링 전략
1) 5G네트워크 주도 견제: 청결 네트워크 프로그램(CNP: Clean
Network Program)
① 청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란 세계 5G 네트워크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
고자 하는 것이다. 5G에서 중국기업과의 거래 중단을 통해 탈중국화를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대표적인 5G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그 계
열사에 대한 압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3 참고). 미국은 화웨이
를 압박할 때 ｢수출통제법｣에 근거한 Entity List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는 화웨이 등 중국기업을 넘어서 화웨이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까지 제재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도 중국 통
신설비 기업을 ‘국가안전위협’으로 지정하였다.101) 2019년 1월 미 국방부는
100) Council on Foreign Relation(2020. 6. 3), https:// www.cfr.org/blog/china-standards-20
35-and-plan-world-domination-dont-believe-chinas-hype(검색일: 2020. 11. 27).
101) FCC(2020), FCC Designates Huawei and ZTE as National Security Threats, https:// www.
fcc.gov/document/fcc-designates-huawei-and-zte-national-security-threats(검색일: 2020.
11. 27), 재인용: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

68 •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중국의 부상을 26개 미국의 ‘국가안전위협(NATIONAL SECURITY THREATS)’
중 첫째 요인으로 적시한 바 있다.102) 미국은 중국이 외교, 경제, 군사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내 위상과 글로벌 파워 면에서 부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이는 항공, 우주, 사이버공간, 해양 영역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
며, 중국의 사이버 공간과 전자 무기 이용이 미국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3-3.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 과정

자료: 양평섭(2021), p. 65 수정 보완.

② 미국의 공급사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에 관
한 행정명령을 별도로 제정하였다.103) 미국에게 부당하고, 미국이 받아들이기
do?poliIsueId=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02) These Are the Top 26 National Security Threats Facing America, https://nationalinterest.
org/blog/buzz/these-are-top-26-national-security-threats-facing-america-40412(검
색일: 2020. 11. 27).
103) 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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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위험을 주는 외국의 대항자(foreign adversary)의 지시와 법에 따르거
나, 소유되었거나, 통제되는 사람에 의해 디자인ㆍ개발ㆍ제조ㆍ공급되는 모든
정보와 통신 기술 및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였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5G안
보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을 제정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협력하여 5G 통신 인프라 분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발전을 주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104) 2020
년 4월에는 미국 통신 서비스 분야의 외국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미국연방
통신위원회(FCC) 산하에 통신평가위원회(Telecommunications Assessment
Committee)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105) 동 위원회는 CFIUS와 함
께 미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폭넓게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미 국무부는 2020년 8월 청결 네트워크 프로그램(CNP: Clean Network
Program)106)을 발표했다. 동 프로그램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와 연대하여
중국 통신장비,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프라
이버시, 안보,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요한 데이터와 네트
워크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근거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5G
(화웨이)와 중국 IT 서비스 벤더(틱톡, 위쳇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이
Supply Chain,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sec
uring-information-communications-technology-services-supply-chain/(검색일: 2020.
11. 27), 재인용: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
o?poliIsueId=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0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3/National-Strategy-5G-Final.
pdf(검색일: 2020. 12. 1), 재인용: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
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
=1(검색일: 2021. 1. 10).
105)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the Assessment of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ector(2020. 4. 4), https://www.white
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establishing-committee-assessmentforeign-participation-united-states-telecommunications-services-sector/(검색일: 2020.
12. 1), 재인용: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
poliIsueId=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06) The Clean Network Program, https://www.state.gov/the-clean-network/(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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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세계 5G 네트워크를 화웨이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첫째, CNP에는 Clean Carrier, Clean Store, Clean Apps, Clean Cloud,
Clean Cable, Clean Path 등 6가지가 포함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뢰도가
낮은 중국 IT 공급자(vendor)의 미 정부 시스템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둘
째, CNP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침해자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정보 등 국가 자산
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107) 셋째, Clean Network 전
략을 통해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
최근 Tiktok과 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108)하는 조치는 이러한 전략
이 이미 시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용자의 정보가
TikTok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8월

표 3-7. Clean Network Program의 주요 내용과 중국기업 배제
6C
Clean Carrier

Clean Store

Clean Apps
Clean Cloud
Clean Cable
Clean Path

주요 내용 및 중국기업의 배제
ㆍ중국 carriers의 미국 통신 네트워크 연계 금지
ㆍ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기업에는 미국으로 유입 또는 유출 되는 국제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ㆍ미국의 모바일 애플에서 신뢰할 수 없는 애플 store 배제
ㆍ중국 apps는 프라이버시, 바이러스 침투, censor content, 선전 및 역정보 확산 위험
ㆍ중국 공산당의 정보 절도로부터 휴대전화 보호
ㆍ신뢰할 수 없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자의 사전 내장 apps 방지
ㆍ화웨이는 중국정부의 감시 수단이며, 인권 남용자의 파트너
ㆍ개인의 민감한 정보와 비즈니스 정보, 지재권 보호(COVID-19 백신 연구 포함)를 위한
중국 크라우드 시스템 기업(알리바바, 바이두, 중국이동통신, 중국통신, 텐센트) 배제
ㆍ해저 케이블을 통한 중국의 대량 정보 수입 차단 공동 노력
ㆍ미국으로 유출입되는 모든 5G 네트워크에 5G Clean Path 요구(2020. 4. 29, 폼페이오)
ㆍ5G Clean Path는 최종 통신의 중간 단계에서 신뢰할 수 없는 IT vedor(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화웨이, ZTE 등)가 제공하는 전송, 통제, 컴퓨팅, 저장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

자료: The Clean Network Program, https://www.state.gov/the-clean-network/(검색일: 2020. 12. 1), 재인용:
양평섭(2021), p. 66.
107)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08) Executive Order 13942 of August 6, 2020, https://www.hsdl.org/?view&did=842962(검색일:
2020. 12. 1). 미 콜럼비아 지방법원은 TikTok/ByteDance와의 거래 중단이 합법하다고 판정함(2020.
9. 27),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09/commerce-department-st
atement-us-district-court-ruling-tiktok(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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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적용하여 TikTok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109)에 서명한 데 이어, 2020년 9월 20일에는 미상무부가 WeChat과
TikTok의 모바일 Apps 사용과 업데이트, WeChat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등
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동 조치에 따라 2020년 11월 12일부터 TikTok
에 대한 미국 내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 콘텐츠 제공 서비스 △ 인터넷 전송
또는 관련 서비스 △ 모바일 Apps 사용 등이 금지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
표적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방(JD.com) 등으로 제재가 확
대될 예정이다. 폼페이오는 ‘Clean Network’ 전략 발표 연설에서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 TikTok, 중국이동통신, 중국통신
등을 거명하기도 하였다.110)

2) 첨단 분야에서 미ㆍ중 간 기술적 디커플링 추진
①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과 첨단기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커플링
이라는 큰 틀 안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공급사슬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신과 AI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추진
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공급사슬 안전법(Supply Chain Security Act)｣111)
을 제정하였다.
둘째, 2019년 2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112)도 발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National Institute
109) Executive Order 13942 of August 6, 2020, https://www.hsdl.org/?view&did=842962(검
색일: 2020. 12. 1).
110)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11) Supply Chain Security Act(FASCSA)(20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
2020/09/01/2020-18939/federal-acquisition-supply-chain-security-act(검색일: 2020. 12. 1).
112)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2019), https://
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maintaining-american-le
adership-artificial-intelligence/(검색일: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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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는 AI 관련 기술표준 개발을 시작하였
다. AI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OECD와 공동으로 OECD AI 원
칙113)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셋째, 미국은 국가안보와 핵심적인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보호를 이유로 중국기업에 대한 핀셋(pin-set)형 규제를 강화하
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는 반도체, 5G 네트워크 장비, 원자력, 슈퍼
컴퓨터, AI, 감시카메라 장비, 사이버보안, 로봇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114) 이러한 기술들은 군민융합전략에 근거하여 중국군의 현대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규제는 △ 중국기업
에 의한 미국 기술 이용 제한 △ 미국 내 중국산 장비 이용 제한 △ 공동연구 금
지 △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퇴출 △ 중
국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115)
2018년 11월 미 상무부 공업안전국(BIS)은 바이오, AI 및 학습기기, 양자
통신, PNT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3D 프린팅, 로봇, 극초음속 기술, 신물질
등 14종류의 미국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기초기술(emerging
and fundamental technology) 영역을 제시하였다.116) 2020년 10월에는
미국이 군사, 정보, 경제 분야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목적을 가진
20개117)의 ‘결정적 신흥기술(C&ET: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113) OECD AI Principles, http://www.oecd.org/going-digital/ai/principles/(검색일: 2020. 12. 1).
114)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15)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16) Federal Register(20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11/19/201825221/review-of-controls-for-certain-emerging-technologies(검색일: 2020. 12. 20).
117) 1. Advanced Computing, 2. Advanced Conventional Weapons Technologies, 3. Advanced
Engineering Materials, 4. Advanced Manufacturing, 5. Advanced Sensing, 6. AeroEngine Technologies, 7. Agricultural Technologies, 8. Artificial Intelligence, 9.
Autonomous Systems, 10. Biotechnologies, 11.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CBRN) Mitigation Technologies, 12.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Technologies,
13. Data Science and Storage, 14.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15. Energy Technologies,
16. Human-Machine Interfaces, 17. Medical and Public Health Technologies, 18. Qu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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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국가전략’118)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의 대상 기술은 2020년 12월에는
37개로 확대되었다.119)

그림 3-4. 미국의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기술과 ‘중국제조 2025’

자료: Federal Register(20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11/19/2018-25221/revie
w-of-controls-for-certain-emerging-technologies(검색일: 2020. 12. 20).

②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미국 진출을 차단하고, 미국기업에 대한
리쇼어링(Reshoring)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는 중국 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화를 유도함으로써 중국으로 기술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첫째,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근
거로 첨단기술 분야 중국의 대미 M&A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Information Science, 19. Semiconductors and Microelectronics, 20. Space Technologies.
118)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OCTOBER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10/National-Strategy-for-CE
T.pdf(검색일: 2020. 12. 20).
119) Secretary Ross Highlights Commerce Actions Supporting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10/secretary-ro
ss-highlights-commerce-actions-supporting-strategy-critical(검색일: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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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조치로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을 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첨단기술, 에너
지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에 이어,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소셜미디어 등 분야에 대한 투자 거래에 대해 미국 시민의 개인정
보 접근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
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120) 최근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사이버 보
안, 통신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미국 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행위를
조사하거나 영업 허가 거부조치를 취하는 등 견제를 확대하고 있다.121)
둘째, 미국기업의 리쇼어링을 통한 탈중국을 유도하고 있다. 리쇼어링 전략
은 미국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
정부의 커들로(Larry Kudlow) 국가경제위원장은 Fox Business와의 인터뷰
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리쇼어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100%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2020. 4. 9)한 바 있다.122)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의 산업
회귀를 통해 100만 명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고용과 생산거점
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회귀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수 우대조치를 부여할 것
이며, 그 중에서도 안전보장 면에서 중요한 제약 산업과 로봇 산업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소득공제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123) 또한
2020년 5월에는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리쇼어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
금으로 250억 달러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124) 바이든 행정부는
“Made in All of America”라는 구호에 핵심 공급망(critical supply chain)

120) 나수엽, 김영선(2020), p. 9.
121) 연원호 외(2020b), p. 21.
122) REUTERS(2020. 4. 10), Full immediate expensing would lure U.S. firms back from China:
Trump adviser Kudlow,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hina-kudlow-idUSK
CN21R387(검색일: 2020. 10. 25).
123) 日本経済新聞(2020. 8. 25),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3035210V20C20A
8EA2000/(검색일: 2020. 10. 25).
124) U.S. mulls paying companies, tax breaks to pull supply chains from China, https://www.
reuters.com/article/us-usa-china-supply-chains/u-s-mulls-paying-companies-tax-br
eaks-to-pull-supply-chains-from-china-idUSKBN22U0FH(검색일: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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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회귀를 본격 추진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최소 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아래 엄격한 ‘Buy American’ 조달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25)
미 의회 역시 공급망 회복과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을 장려하는 다양
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제조기업 지원과 아
웃소싱을 방지하는 리쇼어링 법안이 계류 중이다.126) 2000년 3월에 상하원이
각각 발의한 ‘End Outsourcing Act(S.3425, H.R. 6121)’127)는 미국기업들
의 해외 아웃소싱 방지 및 인소싱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담고 있다. 2020년
4월에 하원이 발의한 SOS ACT(Secure Our Systems Against China’s
Tactics)(H.R. 6598)128)는 중국정부의 약탈적 경제행위로 인해 위협받는 미
국 공급망 보호 및 국가안보 확보, 주요 안보 관련 기업투자 100억 달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미국 증권시장에서 중국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회계 감사를 통해 미국 상장 중
국기업129)에 대한 상장 취소를 추진하려 한다. 2020년 5월 뉴욕증시에 상장
된 Luckin Coffee의 회계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미 행정
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8월부터 트럼
프 행정부는 중국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130)
125) “The Biden Plan to Ensure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https://joebiden.com/made-in-america/#(검색일: 2020. 10. 25), 재인용: 이원
석(2020), p. 7.
126) 최용민(2020), p. 9.
127) End Outsourcing Act(S.3425, H.R. 6121),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
senate-bill/3425/text?r=9&s=1(검색일: 2020. 10. 25), 재인용: 최용민(2020), p. 9.
128) Secure Our Systems Against China’s Tactics(H.R. 6598), https://www.govinfo.gov/app/
details/BILLS-116hr6598ih(검색일: 2020. 10. 25), 재인용: 최용민(2020), p. 9.
129) 2020년 8월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은 260개 사, 시가총액은 2.14조 달러, 1일 거래량은
115억 달러로, 미국 전체 증시에서 각각 5%, 5%, 4%를 차지한다. 新浪财经(2020. 9. 10), 「中通快递
传赴港二次上市 或成定局?」, https://finance.sina.com.cn/stock/hkstock/ggipo/2020-09-1
0/doc-iivhuipp3487943.shtml?cre=tianyi&mod=pcpager_tech&loc=21&r=0&rfunc=10
0&tj=none&tr=15(검색일: 2020. 11. 5).
130) “Trump administration considers ban on Chinese listings in US”(2019. 9. 28),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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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주목한 것은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이었다.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 따르
면 2020년 10월 기준 217개 중국기업이 미 증시(나스닥, 뉴욕 증시, NYSE
American 포함)에 상장되어 2조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 중
13개 기업이 중국의 국가급 국유기업이다.131) 2020년 6월 5일에는 트럼프 대
통령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에서 미국의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중국기업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60일 이내에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느무신
재무부 장관과 Jay Clayton 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의장도 미국의 회계감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기업의 상
장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132) 미 의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5월 21일 미 상원은 3년 연속해서 PCAOB
의 회계감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Holding Foreign Company Accountability Act(HFCA)’133)를 통과시켰
다. 미 하원에서는 2020년 8월 중국 기업의 리스크로부터 미국의 투자자 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Report on Protecting United States Investors from
Major Risks of Chinese Companies’134)를 발의하였으며, 동 법에서는
2022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상장조건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 18일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기업 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2020년 12월 2일 하원 통과)｣135)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
장된 기업이 미국 회계감사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
www.ft.com/content/a263d2c6-e13e-11e9-9743-db5a370481bc(검색일: 2020. 10. 25).
131)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https://www.uscc.gov/chinese
-companies-listed-major-us-stock-exchanges(검색일: 2020. 10. 25).
132) FINANCIAL TIMES(2020. 8. 7), Trump team outlines plan to crack down on US-listed
Chinese groups, https://www.ft.com/content/0d05464a-9f56-421b-8be3-cd72eb04c7
7b(검색일: 2020. 10. 25).
133)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6/s945/text(검색일: 2021. 1. 20).
134)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086(검색일: 2021. 1. 20).
135) https://www.congress.gov/116/bills/s945/BILLS-116s945enr.pdf(검색일: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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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으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반드시 외국 정부가 소유ㆍ통제하
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가 3년 연속으로 회계감독
을 할 수 없는 상장기업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더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 관련 기업의 미국 내 상장을 폐지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다. 중국의 탈미국화 전략
1) 5G의 탈미국화 추진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공급상 전환 노력을
강화한다. 2020년 5월 미국이 자국의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위탁가공
도 금지한 조치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0년 9월 15일부터는 기린(麒麟) 칩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응하여 화웨이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탈
미국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화웨이는 5G chip의 독자 개발 또는 공급상 전환을 통해 탈미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화웨이의 Mate30_Pro 기종에 탑재되는 기존의 미국산 칩
(Skyworks/Qorvo)의 비중을 축소하고, 칩의 50%를 독자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GF Securities(広発証券)에 따르면 화웨이의 스마트폰용 AP(앱
프로세서) 자체 설계 비율은 2016년 45%에서 2019년 75%로 높아졌다.136)
그러나 화웨이 휴대폰에는 여전히 일부 미국산 칩과 Texas Instruments, 퀄
컴, Cirrus Logic, Inc 등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완전한 탈미국화는 용이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화웨이는 부품의 탈미국화를 위해 국내 생산 기업 및 한국기업과의 협
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화웨이는 중국 내
136) 日本経済新聞(2020. 5. 23), 「ファーウェイ、半導体調達の米規制を回避 2社と交渉」, https://www.
nikkei.com/article/DGXMZO59453160S0A520C2MM8000/(검색일: 2020. 11. 5), 재인용:
연원호(2020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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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해왔으나, SMIC(中芯国际)도 “해외 고객 다원화
를 위한 경영의 법률 준수, 합법적 경영”을 이유로 화웨이의 요청을 거절하였
다. 또한 삼성, MediaTek.Inc(联发科, 8월 초 1억 2,000만 개 칩 제공 계약
체결)137) 등 제3국 반도체 사용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실현 되지 않았다.
셋째, 화웨이는 2020년 8월 기술의 탈미국화를 도모하기 위해 난니완 계획
(南泥湾计划)과 탑산계획(塔山计划)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난니완정신(南泥
표 3-8. 미국의 제재에 대한 화웨이의 대응
전략 방향
국내 공급처 확대

주요 내용
- 미디어텍(중저가 솔루션) AP, UNI SoC 6nm AP
- 홍멍 OS 1.0는 스마트폰 외 태블릿 PC, TV, 인공지능 스피커, 자동차 등에서 사

홍멍 OS 출시
(2019. 8)

용 가능
- 홍멍 OS 2.0 조만간 출시(9. 11, 화웨이 개발자 대회)
- 2021년 훙멍 OS 스마트폰 출시 계획 발표(2020. 9. 5, 베이징서비스교역회)

아틀라스900
발표(2019. 9)
반도체 개발 협력
계획 발표(2020. 4)

- 데이터 처리 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공지능 트레이닝 클러스터
- 2020년 4월 미국의 대 화웨이 제재 강화 움직임 속에서 화웨이는 스위스 ST 마이
크로(STMicro)와 반도체 개발 계획 발표

난니완계획
(南泥湾计划)

- 최종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미국기술 응용을 회피하여 공급사슬의 탈미국화 추진

(2020. 8)
탑산계획(塔山计划) - 미국기술 없는 45nm급 칩 생산라인을 연내에 완공하고, 동시에 28nm급의 자주
(2020. 8)
기술 칩 생산라인도 협력하여 건설
중저가 폰 사업 매각 - 중저가폰(Honor 시리즈) 생산시설 매각(2020. 11)
자료: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
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THEELEC(2020. 6. 22), Unisoc to launch
6nm AP for 5G smartphones, http://www.thelec.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6(검색일: 2021.
1. 20); HUAWEI(2020. 9. 11), HARMONYOS Everything about HarmonyOS (HongMeng OS) – Features,
Eligible Devices, and Release, https://consumer.huawei.com/za/community/details/HARMONYOS-E
verything-about-HarmonyOS-(HongMeng-OS)-%E2%80%93-Features,-Eligible-Devices,-and-Relea
se/topicId_130783/(검색일: 2021. 1. 20); HUAWEI(2020. 9. 18), Huawei announces computing strategy
and releases Atlas 900, the world’s fastest AI training cluster, https://www.huawei.com/en/news/20
19/9/huawei-computing-strategy-atlas-900-ai-training-cluster(검색일: 2021. 1. 20); HUAWEI(2020.
9. 18), Huawei will design chips for smartphones and automotive jointly with STMicroelectronics, http
s://www.huaweicentral.com/huawei-stmicroelectronics-partnership-april-2020/(검색일: 2021. 1. 20);
HUAWEI(2020. 9. 18), Statement, https://www.huawei.com/en/news/2020/11/huawei-honor-state
ment(검색일: 2021. 1. 20).
137) 中国经营网(2020. 8. 4), 「传华为向联发科下单1.2亿颗芯片 约占2/3出货份额」, https://finance.
sina.com.cn/chanjing/gsnews/2020-08-04/doc-iivhvpwx9211185.shtml(검색일: 2021. 1. 20).

제3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 • 79

湾精神)을 계승하여 최종제품 제조 과정에서 미국기술 응용을 회피함으로써 공
급사슬의 탈미국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웨이는 미국기술이 없는 45nm
급 칩 생산라인을 연내 완공하고, 동시에 28nm급의 자주기술의 침 생산라인
도 합작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탑산계획을 발표하였다.138)

2) 독자적 반도체 기술 개발 추진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재정 및 세제 지원과 반도체 산업 발전기금의
확대이다. 2018년 4월 시진핑은 반도체 산업 심장론을 제기한 바 있다. 시진핑
은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装备制造业的芯片, 相当于人的心脏. 心脏不强, 体量再大也不算强)”
고 언급하였다.139)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조치를
강화해왔다. 중국제조 2025년 전략에서는 중국은 2025년까지 칩 자급률을
70%(2019년 현재 30% 수준)로 제고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
국의 압박이 중국 반도체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대응전략 마
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규제에 대응하여 반도체
산업 발전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발표하여 국내 산업의
육성과 해외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중국 국무원은 2020년 7월 27일 ｢신시대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정책｣을 발표하여 미ㆍ중 마찰에 대한 대응으로서 반도체와 소프트
웨어 분야의 육성방향을 발표하였다.140) 동 정책은 2000년과 2011년 발표한

138)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39) 华夏时报(2018. 5. 12), 习近平考察武汉提强“芯” 1200多亿新基金将入场, https://www.chinatimes.
net.cn/article/76632.html(검색일: 2020. 12. 5).
140) 中国政府网(2020. 8. 14), 《关于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8/04/content_5532370.htm(검색일: 2020. 12. 15),
재인용: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
sueId=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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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분야

반도체 산업
발전기금

주요 조치
- 2014년 9월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설립
ㆍ(1기) (2014. 9) 1,387억 위안: 메모리 및 반도체 설계를 포함한 기술 확보와 성장 지원
ㆍ지방 및 민간기금 6,000억 위안
- 2025년까지 1조 위안 투자(시진핑), 반도체 산업 육성 국가대기금(CICF) 조성
ㆍ(2기) (2019. 10) 2,042억 위안: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 제조, 전력반도체, 5G,
AI, IoT 지원
※ (2기) 2020년 5월, SMIC 중점 지원 프로젝트 개시(15억 달러)
- (창업반 상장, 2019. 7 설립) 반도체 기업의 상장 지원

창업반 상장 우대 ㆍ19개 기업 상장, 802억 위안: (2019년) 10개 기업 120억 위안 → (2020년 1~8월)
9개 기업 682억 위안
중국제조 2025와 ㆍ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반도체, 장비, 소재 및 부품 포함)
반도체

※ IC 자급률: (2018년) 15%, (2023년 전망) 20.5%
- 국무원,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산업 발전 정책 발표(2000, 2011년)
- 국무원, ｢신시대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정책｣ 수정(2020. 7. 27)
ㆍ세제혜택, R&D, 인재 유치, 글로벌 국제협력

반도체 및
S/W발전 정책
수정

(세제) 공정 난이도에 따라 집적회로 제조기업에 대해 법인세, 관세 면제
ㆍIC 선폭이 28 이하, 15년 이상 영업 중인 IC 생산기업 초기 10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ㆍIC설계, 장비, 소재, 패키징, 테스트 기업에 대해서는 흑자년도 2년간 기업소득세 면
제, 이후 3년간 반감
ㆍIC제조기업, 패키징/테스트 기업에 대한 장비 및 SW 수입관세 면제
(투자금융) 지방정부 반도체 산업 육성 투융자 활동의 위험성 중앙정부가 보증
(R&D) 정부 R&D 우선지원 분야(첨단 메모리, 패키징, 테스트) 명기
(인재) 산학기업 설립 장려, 해외 유명대학 협력, 우수인력 유치
(시장응용) 반도체 설계 산업 특화단지(EDA tool 무료 제공) 건설 추진
(국제협력) 외국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

자료: 中国政府网(2020. 8. 14), ｢关于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http://ww
w.gov.cn/zhengce/content/2020-08/04/content_5532370.htm(검색일: 2020. 12. 15); 최원석 외(2020), 3장 5절
[표 3-40] 참고.

정책141)을 수정한 것으로 반도체기업에 대한 △ 세제혜택 △ 투융자 지원 △ 핵
심 기술의 R&D △ 인재 육성 및 유치 △ 글로벌 협력 등을 포함한다. 지방정부 차
원에서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표 3-9 참고).142)

141) 中国政府网(2000. 6. 24), 「国务院关于印发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0/content_60310.htm(검색일: 2020. 12. 15);
中国政府网(2011. 1. 28), 「国务院关于印发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
知」, http://www.gov.cn/zwgk/2011-02/09/content_1800432.htm(검색일: 2020. 12. 15).
142)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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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발전 투자 기금(国家集成
电路产业投资基金)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143) 2014년 6월 중국 국무원 발표
한 <국가집적회로 산업 발전 강요>에서 반도체 산업(소재, 설계, 제조, 패키징,
설비)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투자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 9월
에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기금을 설립하였다. 동 기금의 총규모는 1,387억
2,000만 위안으로 중국 재정부(360억 위안)와 개발금융기관(320억 위안), 지
방정부(베이징시) 및 시장으로부터 모집한 자금(420억 위안)으로 구성되었다.
미ㆍ중 마찰이 심화된 2019년 10월에는 총 2,042억 달러 규모의 제2기 기금
을 설립하였다. 국가대기금에 의한 유발 투자액(5,000억~7,000억 위안)을 감
안하면 총 7,000억~9,000억 위안 이상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
된다. 시진핑은 동 기금의 규모를 2025년까지 1조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고 밝힌 바 있다.144)

3) ‘중국표준 2035’ 추진: 표준수용자(Standards taker) → 표준제
정자(Standards maker)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2단계가 종료되는 2035년까지 중국 내 첨단산업
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중국표준 2035’ 전략의 시행을 예고
하였다. 중국은 향후 15년간 대규모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국형 기술표준을 제
정하고 5G, AI 분야에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145) 이에
따라 2018년 3월에는 중국 표준화의 행동강령이 될 ‘중국표준 2035’ 제정 계획
을 발표했다.146) 중국표준 2035는 △ 표준화 체계 △ 표준화 방법 및 평가 △ 고

143)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금은 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及投向分类, 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参股
投资机构,国家制造业转型升级基金, 地方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中信
证券(2020. 4. 20), 「半导体行业相关基金概览(第二版)」.
144)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45) 연원호 외(2020a), p. 182.
146) 新华网(2018. 1. 10),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8-01/10/c_129787658.htm
(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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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발전 지원을 위한 표준화 체계 전략 연구 △ 군민융합 표준화 발전전략 연구
등 4개 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147) 동 전략은 중국공정원(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을 중심으로 △ 5G △ IoT △ 클라우딩 컴퓨팅 △
빅데이터 △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서 중국의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표
준으로 연계시킨다는 전략이 요체이다. 중국표준 국제화의 일환으로 중국은 일
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협력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148) 특히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중국표준 2035’에서도 군민융합 표준화 발전전략 연구를 3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어 미ㆍ중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에 ‘중국표준 2035’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제조 2025’전략
이 미ㆍ중 마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제정 및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에 ‘국가표준화발전전략연구(National Standardization
Development Strategy Research)’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3월
중국정부는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 주요 내용(2020年全国标准化工作要点)’
을 발표하여 차세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표준 시스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 사물인터넷 △ 클라우드 컴퓨팅 △ 빅데이터 △ 5G △ AI 분야의 표준
개발을 중시한다.149)

147) Cnstandards(2019. 3), http://www.cnstandards.net/wp-content/uploads/2019/03/Chin
a-Standard-2035.pdf(검색일: 2020. 11. 27).
148) “What is the China Standards 2035 Plan and How Will it Impact Emerging Industries?”
https://www.china-briefing.com/news/what-is-china-standards-2035-plan-how-will
-it-impact-emerging-technologies-what-is-link-made-in-china-2025-goals/#:~:text=
The%20China%20Standards%202035%20plan%20will%20lay%20out%20a%20blueprint,a
rtificial%20intelligence%2C%20among%20other%20areas(검색일: 2020. 12. 15).
149) 中国政府网(2020. 3. 10), 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关于印发《2020年全国标准化工作要点》的通知, 国
标委发(2020] 8 号, 2020年3月10日), http://www.gov.cn:8080/zhengce/zhengceku/202003/24/5494968/files/cb56eedbcacf41bd98aa286511214ff0.pdf(검색일: 2020. 3. 24), 재
인용: 연원호 외(2020a),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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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추진
중국은 미국의 CNP에 대해 국가안전 보호를 구실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압력과 통제를 가하는 전형적 패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이테크 산업에서 독점
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시장원칙 및 국제무역 규범에도 어긋나
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중국 외교부 기자회
견, 2020년 8월 5일).150)
미국의 CNP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2020년 9월 8일 왕이 외교부장은 ‘글로
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全球数据安全倡议)’를 제기했다.151) 왕이 외교부장
은 미국의 CNP에 대해 각국의 이익과 안전규칙이 존중되어야 하며, 자국의 데
이터 보호주의는 세계 조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세계 소비자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clean’이라는 명분 아래 안
전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중적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상대방을 말살하려는 행위
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세계 데이터 협력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왕이 외교부장은 데이터 안전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 다자주의 △ 안전
발전 △ 공평주의 견지 등의 3대 원칙으로 하는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
브’를 제기하였다. 이니셔티브에는 8가지 조치를 제안하였다. ① 데이터 안전
처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수단의 사용, 개방ㆍ안전ㆍ안정의 글로벌 공
급사슬 유지 ②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의 핵심 인프라 파괴 및 중요 데이터 절
취 반대 ③ 개인정보침해 금지 및 예방 조치,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에 대한
대규모 감시ㆍ통제(mass surveillance) 남용, 불법적인 타 국민의 개인정보
수입 금지 ④ 기업이 현지 법률 존중 요구, 본국 기업의 해외 생산ㆍ취득한 데
이터의 본국 내 저장 요구 금지 ⑤ 타국의 주권ㆍ사법관할권과 데이터에 대한
15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8. 5), 「2020年8月5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
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04163.shtml(검색일: 2020. 12. 15).
15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20. 9. 8), Global Initiative
on Data Security,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812951.shtml(검
색일: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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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존중,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통한 타국의 데이터 수집 금
지 ⑥ 사법적 협조 등의 루트를 통한 국가간 데이터 수집 금지 ⑦ ICT 제품과
서비스 공급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에 back door를 설치 금지, 불법적으로 사
용자 데이터 획득 금지 ⑧ ICT 기업 이용자를 이용한 상품 의뢰 및 불법적인
이익 취득 금지, 강제적인 이용자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 요구 금지
등이다.152)

5) 중장기 대응: 기술자강, 국내 산업사슬의 안정화 대응153)
시진핑 총서기는 14차 5개년 규획의 제정에 관한 설명154)에서 중국 사회와
경제발전 전략 수립 시 계승과 혁신, 정부와 시장, 개방과 자주, 발전과 안전,
전략과 전술의 5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미ㆍ중 마찰과
코로나19로 중국경제의 안정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 공급사
슬의 안정을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산업체인의 안정
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탈(脫)중국화에 대응하고
국제적 영향력도 지속시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는 미국의 압박, 대내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의 둔화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압력에 대한 종합적 대응전략으로 ｢14.5 규획 건의｣155)에서는 국내
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
기하였다.
① 중국은 미ㆍ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持久戰)
152)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53) 이하의 내용은 최원석 외(2020),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
구｣의 5장 2절 참고.
154) 中国共产党新闻网(2020b), ｢习近平：关于《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
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的说明｣, http://cpc.people.com.cn/GB/http:/cpc.people.com.
cn/n1/2020/1104/c64094-31917783.html(검색일: 2020. 11. 5).
155) 中国政府网(2020. 11. 3),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
远景目标的建议｣,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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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선언하였다.156)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탈중국화를 위해 미ㆍ
중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대응전략의 하나로 쌍순환 전략을 제
시하고 있다. 2020년 5월 14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회의에서는 국내 대규모
시장우위 및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내ㆍ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
되는 신발전 구도’ 구축이 제기되었다.157) 2020년 5월 23일에 개최된 정치협
상회의(정협) 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내대순환을 토대로 국
내ㆍ국제 쌍순환을 촉진하는 신발전구도를 형성하고, 국제협력 및 경쟁에서 우
리의 새로운 우위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58) 또한 7월 21일에 개최
된 기업가 좌담회에서 내순환을 통한 쌍순환 촉진을 강조했다.159) 7월 31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쌍순환은 자국봉쇄가 아니고, 중국은 내수 발굴, 국내
소비시장 확대로 발전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는 ‘내외쌍순환’을 촉진해갈 것’
이라고 밝혔다.160)
첫째, 국내대순환(내순환)은 △ 요소시장화 배치 개혁의 지속 심화 △ 핵심
영역의 자주 혁신, 경영환경의 고도화, 분배 구조의 개선 △ 국내의 취약점 보
완(补短板)과 강점의 강화(锻长板) △ 중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안정성 확
보 및 경쟁력 제고 △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 국내의 유효수요 고도화를 의미
한다.
둘째, 외순환은 시장 개방을 확대하여 중국 국내발전이 글로벌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국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중국의 글로벌 가치
156)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57) 新华网(2020. 5. 14), 「中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召开会议 习近平主持」, http://www.xinhuanet.
com/politics/leaders/2020-05/14/c_1125986000.htm(검색일: 2020. 11. 20), 재인용: 양평
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
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58) 求是网(2020. 9. 23), 「构建新发展格局, 习近平总书记这样战略布局」, http://www.qstheory.cn/
zhuanqu/2020-09/23/c_1126531690.htm(검색일: 2020. 11. 20).
159) 新华社(2020. 7. 21), ｢习近平主持召开企业家座谈会并发表重要讲话｣, http://www.gov.cn/xin
wen/2020-07/21/content_5528789.htm(2020. 11. 20).
160) 国开联(2020. 8. 3), ｢2020年7月30日中共中央政治局会议纪要｣, http://www.goclee.com/view
point/details/616 검색일(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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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을 공고히 연계하는 전략이다.161) 쌍순환 발전전략은 14.5 규획기간
(2021~2025년)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국내경제 및
대외경제 전략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은 미ㆍ중 마찰, 코로
나19로 파괴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국 산업체인의 보호가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 회복의 책임자로서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② 과학기술 강국화 추진이다. 중국은 14ㆍ5 규획 시기 혁신을 현대화 건설
의 핵심으로 여기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달성 및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목표
로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중국은 기존에 추진해온 △ 과학
교육 흥국전략 △ 인재강국전략 △ 혁신주도의 발전전략을 강화하고 △ 국가혁
신체계를 완비한다는 4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14.5 규획기간 중국은
AI, 양자정보, 반도체, 바이오, 뇌과학, 생물육종, 우주과학, 심해 및 지층 분야
의 기초 선도기술 개발을 중시할 계획이다.

그림 3-5. 중국 쌍순환 전략의 구조

자료: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
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61)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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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대산업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체인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중국은 14.5
규획시기 현대산업체계 구축을 통해 실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산업
기초의 고급화와 산업체인의 현대화를 이끌어내어 제조강국, 질량강국, 인터
넷강국, 디지털중국을 건설하는 것을 산업정책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현대산업체계 구축을 위해 5대 과제로서 산업 공급사슬의 현대화, 전략성 신흥
산업 발전, 현대 서비스업 발전, 기초 인프라 건설(신형 인프라 포함), 디지털화
발전 가속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6. 중국의 현대산업체계 구축(14.5 규획 건의)

자료: 中国政府网(2020. 11. 3),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
议」,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검색일: 2020. 11. 30) 정리.

첫째,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이다. 2010년에 발표된 국무원의 결정162)에
서는 전략성 신흥산업을 국민경제의 지주산업과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
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략성 신흥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
162) 中国政府网(2010. 10. 18), 「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 http://www.gov.
cn/zwgk/2010-10/18/content_1724848.htm(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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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중국제조 2025’와 전략성 신흥산업의 관계

자료: 中国政府网(2020. 11. 3),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
议」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검색일: 2020. 11. 30); 中国政府网
(2015. 5. 8), 「国务院关于印发《中国制造2025》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5/1
9/content_9784.htm(검색일: 2020. 11. 30), 재인용: 최원석 외(2020), 5장 2절의 [그림 5-5].

에는 8%로, 2020년에는 1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러한 목
표가 계속 유지되어왔다. 특히 ｢14.5 규획 건의｣에서도 제조강국 건설을 인터
넷강국, 질량강국, 디지털중국과 함께 2025년까지 건설할 현대산업체계의 중
요한 목표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제조강국 건설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전략
성 신흥산업 육성 방침을 재천명하고, 동 산업에 기존의 ‘중국제조 2025’에 포
함된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시켰다.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타깃으로 관세와
기술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맞서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범위를 중국제
조 2025의 대상 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4.5 규획 건의｣
에서는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녹색ㆍ환경보호, 우주항공, 해양장비 등 9대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물경제(제조업)에 대한 인터넷, 빅데이터, AI의 심도 융
합 등 삼(三)융합 정책과 4대 신경제(신기술, 신상품, 신업태, 신모델) 육성,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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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및 공유경제 발전을 포함하는 등 중국의 종합적 산업전략으로 발전시켜나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163)의 육성이다. ｢14.5 규획 건의｣에
서는 디지털화를 현대산업체계의 5대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디지털경제
의 육성은 △ 데이터의 가치화 △ 디지털 산업화(디지털 관련 산업 육성) △ 산
업의 디지털화(실물경제의 디지털화) △ 디지털 거버넌스(정책, 디지털 일대일
로 추진 등) 구축 등의 방향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164) 우선 ｢디지털경
제 혁신 인도 발전규획｣의 제정,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국

그림 3-8. 중국의 디지털경제 육성 방향(3化)

자료: 中国政府网(2020. 11. 3),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
议」,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검색일: 2020. 11. 30), 재인용: 최
원석 외(2020), 5장 2절의 [그림 5-6].

163) 중국신식통신연구원(CAICT)의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5년 26조 1,000억 위안에서 2019년에는 35조 8,40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에서 36.2%로 높아졌다. 이 중 디지털산업 생산이 7조 1,000억 위안,
산업의 디지털화 생산이 28조 8,000억 위안으로 산업의 디지털화 시장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
다. 中國信息通信硏究院(CAICT), 『中国数字经济发展白皮书(2020年)』, http://www.caict.ac.cn/
kxyj/qwfb/bps/202007/t20200702_285535.htm(검색일: 2020. 12. 15).
164)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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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범과 표준 협력 강화 등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데이터 시장 정비가 이루어진다. 중국은 데
이터를 5대 생산요소의 하나로 지정하고, 데이터 유통 및 거래시장, 데이터 가
격 설정, 데이터 안전 및 수집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초 통신 인프라(5G, 6G 등), 전자정보 제조, 소프트웨어 및 서비
스, 인터넷 등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초 인프라 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마지막
으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정부 건설, 문화산업의 디
지털화 등 실물경제에 대한 디지털 융합인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그림 3-9. 14.5 기간 신형인프라 건설 중점 분야

자료: 中国政府网(2020. 11. 3),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
议」,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검색일: 2020. 11. 30), 재인용: 최
원석 외(2020), 5장 2절의 [그림 5-8].

셋째, 신형 인프라 건설 추진이다. 중국은 2018년 말 이후 7대 신형 인프라
투자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견지해오다가 코로나19 이후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0년 4월 1일 시진핑 총서기는 신형
인프라 건설에 있어 △ 산업 디지털화(产业数字化)와 디지털산업의 가속화 △
5G네트워크(5G网络), 데이터센터(数据中心) 등 신형 기초시설 건설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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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생명건강, 신재료 등 전략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未来产业) 배치
△ 과학기술혁신 대대적 추진, 새로운 성장점 주력, 발전 신동력 형성을 강조하
였다.165) 2020년 4월 17일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는 전통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의 병행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166)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대
신형 기초 인프라 투자 중점 분야로서 △ 정보 기초 인프라(통신ㆍ신기술ㆍ연
산) △ 융합 기초 인프라 △ 혁신 인프라 건설을 발표하였다(2020. 4. 20).167)
｢14.5 규획 건의｣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공업인터넷, 빅데이터센터 등 세 가
지 분야에서 신형 인프라 건설이 추진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 중국
의 고질량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5G 기지국, 빅데이터센터
건설, AI와 공업인터넷 분야의 인프라 건설 △ 신형 도시화 추진에 필요한 도시
간 고속철도, 도시 궤도 교통, 스미트 도시 및 도시 안전망 관련 인프라 건설 △
공급 측 구조 개혁의 취약점 보안에 필요한 공공위생 서비스, 응급물자 공급 및
보장 시설, 환경 관련 기초시설,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전략 경쟁
21세기 지역경제구도 재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
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
고 있다. 미ㆍ중 마찰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탈중국화를 방지해
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밀접한 경제관계 유지하고 있는 일대일로 지역 국가와의

165) 新华网(2020. 4. 26), 「新基建, 是什么」,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4/26/c_
1125908061.htm(검색일: 2020. 11. 30).
166) 新浪财经-自媒体综合(2020. 4. 19), 「招商策略：政治局会议的六个新变化对A股的意义」, https://fi
nance.sina.com.cn/stock/marketresearch/2020-04-19/doc-iirczymi7212508.shtml(검
색일: 2020. 11. 30).
167) 新华网(2020. 4. 26), 「新基建, 是什么」,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4/26/c_
1125908061.htm(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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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대외경제 및 외교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동맹 및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국의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인도ㆍ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가. 일대일로와 인태전략 경쟁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을 제기하
고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전
략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시장인 동시에, 중국기업의 해외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중국에 대한 해당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비경제적 영향
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일대일로 전략에서 중국은 FTA 네트워크 구축, 위
안화 국제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를 통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중
국 위상 강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전 세계적 산업장비 제조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포럼 개최, 125개 국가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협정 체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
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부패 문제, 부채의 덫
(debt-trap), 환경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정보실크로드(信息丝绸之路)와 제3국
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중국 주도의 GVC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 중국은 주도적인 입장에서 RCEP의 서명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한
중일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시진핑은 APEC
정상회담에서(2020. 11)168)에서 CPTPP 가입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특히 디지털 실크로드(信息丝绸之路) 전략으로 일대일로 연선 국가
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 BRI 연선 국가간 디지털 디바이드(격차)
축소 △ 디지털 실크로드 상품(IoT) 인증체계 구축 △ 5G 및 사물인터넷 기술

168) 新华网(2020. 11. 20), 「第一观察 | 首次！习主席说中国将积极考虑加入这个协定」, http://www.
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11/22/c_1126772494.htm(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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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 국가 차원의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전략 제정 등 4개 분야 협력을 핵심
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터넷 기초 인프라 구축 협력과 BRI 국가와의 공동
기술표준 제정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169) 중국 저장성에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
산업 연맹(数字丝绸之路国际产业联盟)을 설치하고 빅데이터, IoT, 클라우딩,
신형 스마트 도시 등 디지털 경제 영역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필리
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ASEAN 각국이 디지털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5G 분야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미국
의 요청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2020년 6월
리커창 총리는 2020년을 ‘중국과 ASEAN 간 디지털분야 경제협력의 해’로 설
정하고 스마트시티, AI, 핀테크 등 분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서신을
ASEAN에 전달하였다.170)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외교 강화, 신형
인프라 건설 분야로 일대일로를 강화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5 규획 건
의｣에서는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에 맞서 녹색, 개방, 청렴을 협력의 원칙
으로 제시하고 공공위생, 디지털 경제, 녹색발전 협력을 중시하였다.
미국은 일대일로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에 대한 도전
이라고 인식하고, 동 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
의 대중국 전략 접근｣ 보고서171)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미국에 대한 경
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
국의 이해와 비전에 따라 국제적인 규정, 표준,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려는 우산
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국에 대한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169)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
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170) みずほ総合研究所(2020), ポストコロナの中国「一帯一路」伝統型インフラから新型インフラ重視に変
容, https://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as201019.pdf(검색
일: 2020. 11. 5).
171)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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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또한 일대일로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해 ‘부채의
덫’과 환경파괴 문제 등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2019년 6월에 개최된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는 ‘고품질의 인프라 건설 원칙’을 이끌어 냈다.172) 동 원칙
에서는 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플러스 효과 최대화 ② 인프라 사
이클 코스트를 고려한 경제성 향상 ③ 환경의 고려 ④ 자연재해 및 기타 라스크
에 대한 강한 내성 구축 ⑤ 사회의 배려 ⑥ 거버넌스 강화(공평성, 투명성 확보)
등의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원칙 제정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건
설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에서 5G, 전
자상거래 관련 인프라 건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미 국방부 보고
서173)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해양 개발과 안보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이 인도태평양과 캐리비안 지역에서 중국 인
민해방군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인류운명
공동체의 이름 아래 중국의 전략을 지지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플랫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추구함
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일본, 호주 등과 함
께 고도의 투명성, 지속가능성, 개발 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인프라 네
트워크 구축 계획(Blue Dot Network)174)을 선언하고, 향후 인도 태평양 지역
172)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g20/summits/osaka/publicationsanddocuments/
(검색일: 2020. 11. 27).
173)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20. 9), 2020 Report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media.defense.gov/20
20/Sep/01/2002488689/-1/-1/1/2020-DOD-CHINA-MILITARY-POWER-REPORT-FIN
AL.PDF(검색일: 2020. 11. 26).
174) 미국의 윌버 로스(Wilbur Ross) 장관은 2019년 11월 태국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
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 미국의 아태지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 블루닷네트워크(BDN) 계
획을 발표하였다. 동 프로젝트에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참여하고 있다. 박민숙(2020. 6. 15), 「[동향세미나]트럼프행정부의 대중국 전
략보고서 발표」,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8579&mid=a202000
00000&board_id=2(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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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건설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인도ㆍ
태평양 비즈니스 포럼(IPBF: Indo-Pacific Business Forum)을 개최하여 중
국의 일대일로 국제 포럼에 대응하고,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에 대응하
여 디지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전략 및 에너지 분야의 투
자에 대응하여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협력으로 Asia EDGE(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175)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2020년 9월 17일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이상에서의
대중국 대응과 미국의 관여 증진’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 연설176)에서 중국 공
산당의 악의적 조치를 비판하고 국무부 차원의 11개 대중국 정책 영역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는 지속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태평양 파워(Pacific power)로
서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미국의 번영, 안보, 가치를 공유하는 태
평양시대(Pacific Century)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는 ① 일본, 한국, 호주 등 아태지역 핵심 동맹(key allies)과의 관계를 강화하
고 태국 및 필리핀 등 우방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며 ② ASEAN과 같은 지역
다자기구와의 협력 활성화를 통해 태평양 양안 지역에서 법에 의한 지속가능한
175) ① 동맹 및 파트너의 에너지 안보 강화 ② 개방, 효율, 법에 기초한 투명한 에너지 시장 구축 ③ 자유,
공정, 상호주의에 입각한 에너지 교역 관계 개선 ④ 풍요롭고 신뢰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협력 프로그램이다. U.S. Department of State(2019.
4. 12),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04/2019-04-12-AsiaEDGE-O
ne-Pager-Reformatted.pdf(검색일: 2020. 11. 27).
176) 1) Public Diplomacy and Counter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2) Economic Actions
: Strategic Infrastructure; Energy Sector; Blue Dot Network: Deal Teams; Investment
Screening Outreach: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3) Military-Civil Fusion and
Sensitive Tech : Huawei and ZTE로부터 5G networks 보호; 5G Clean Path initiative; Clean
Network initiative 4) Combatting Malign Influence 5) Hong Kong(PRC’s crackdown in
Hong Kong) 6) Xinjiang(human rights crisis in Xinjiang) 7) Indo-Pacific 8) Mekong :
Mekong-U.S. Partnership 발족(2020. 9. 11) 9) South China Sea 10) Taiwan : Taiwan
Relations Act, Six Assurances, one-China policy 11) Indo-Pacific Business Forum. U. S.
Department of State, Advancing U.S. Engagement and Countering China 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https://www.state.gov/advancing-u.s.-engagement-and-cou
ntering-china-in-the-indo-pacific-and-beyond/(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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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rule of law and sustainable, inclusive)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③ 떠
오르는 아태지역의 세력(power)인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투자
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제시
하고 있지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아시아회귀(Pivot to Asia) 2.0 전
략177)이 추진될 가능성과 인태전략을 계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3-10.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비교
BRI

분야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Indo-Pacific Strategy Report, A Free and
문건

(2013. 5)
BRI 정상 및 국제 포럼 (격년) 주요 지역별
협력 플랫폼
국가 전략연계 MOU
(125개 국가 및 국제기구)

INDO PACIFIC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2019. 11)

플랫폼

Indo-Pacific Business Forum(IPBF, 2019~)

정책

신남방, 신남향, 인도, 일본, 호주, ASEAN
BDN (고품질 인프라, 1조 달러),

철도, 항구, 전력 중심

인프라

해외산업단지 건설, 변경경제협력구

무역

AIIB 설립

금융

-

인문유대 강화, 공자학원, 유학생 지원

민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디지털

Digital Partnership Program

디지털 실크로드(信息丝绸之路) 건설,
공동 기술표준 제정
6대 경제회랑 건설 + 1 (동북아경제회랑),

경제

RCEP, CPTTP

공동체

제3국 공동진출(1+1+1>3 원칙):

협력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일본

파트너

인류운명공동체

목표

ENERGY (Asia EDGE)
자유기업, 민주적 거버넌스

CPTPP / TPP
일본, 호주, 인도, ASEAN, 한국, 대만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자료: 中华人民共和国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2015. 3),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 海上丝绸之路
的愿景与行动」, http://pt.china-embassy.org/chn/zpgx/P020160713657093398289.pdf(검색일: 2020. 11.
20);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2019. 11), https://www.state.
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mc_cid=1059cf856b&
mc_eid=124d3bee83(검색일: 2020. 11. 20).

177) FP(2020. 10. 19), Team Biden Should Start With an Asia Pivot 2.0, https://foreign
policy.com/2020/10/19/biden-trump-china-india-asia-pivot/(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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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ㆍ중 동아시아 경제통합 경쟁
향후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탈중국화와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 쌍순환 전략의 한 축인 국제
순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전략에서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의 조기 타결, 한ㆍ중ㆍ일 FTA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
합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2020년 11월 15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에 서명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것
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20년 11월 20일에 개최된 제27차 APEC 비정식 정
상회의 연설178)에서 중국은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
국이 CPTTP 가입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복귀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CP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CPTTP의 참여국 중에서 일본,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또한 RCEP을 통해 일본과 실질적인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캐나다와는 FTA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멕시코와는
무역소통작업반을 구축(2020년 7월)하고 있다. 그러나 USMCA에 참가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비시장경제국가와의 FTA 체결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
어 중국의 가입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RCEP에서 중국의 대대적 관세인하 추진으로 100% 관세인하를 추구
하는 CPTPP 가입에 따른 추가적 부담이 크지 않다. 중국은 RCEP 협정에 따라

178) 新华网(2020. 11. 20), 「第一观察 | 首次！习主席说中国将积极考虑加入这个协定」, http://www.
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11/22/c_1126772494.htm(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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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관세율을 10.81%에서 1차 연도에는 5.37%로, 최종 연도에는 1.54%
로 인하할 계획이다.179)
셋째, CPTPP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에 대한 개방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부담
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CPTTP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서 정부조달, 국
유기업 및 지정 독점, 노동 표준, 환경, 관리감독의 일치성, 투명성 및 부패 등
은 그동안 중국이 체결한 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조달 문제는
RCEP에서, 국유기업 및 강제 노동, 보조금의 투명성 문제는 중-EU 투자 협정
(CAI)에서 다루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의 개방을 통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CPTPP 가입에 대내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경제통합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
로 미국의 CPTPP의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그림 3-10. 아태지역의 주요 경제통합 구도

자료: 저자 작성.

17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양허표, https://www.fta.go.kr/rcep/doc/2/(검색일:
2021. 1. 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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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회귀전략의 하나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를 추진해왔으나 2017년 1월 트럼프 행
정부는 TPP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TPP는 2018년 3월 일본 주도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로 이름을
바꾸고 공식 체결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CPTTP의 노동규정에 불만을 표시
하고 있으나, RCEP의 타결로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은 CPTPP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CPTPP
에 복귀하는 경우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
통령은 TPP가 노동ㆍ환경ㆍ지식재산권ㆍ투명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협정국간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역 및 기술 관련 불공정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협정이나 완벽하지는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180)

4.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
미국이 미ㆍ중 마찰을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경쟁, 이데올로기의 경쟁으로 다루려 한다는 점에서 향후 미ㆍ중 협상은 난항
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접근 전략｣ 보고서의 결론181)에서
는 미ㆍ중 경쟁을 ‘두 시스템간의 장기적인 전략경쟁(the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our two systems)’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에 따라 미ㆍ중의 경제 분야 마찰은 미ㆍ중 간 시스템(또는 이데올로기) 경쟁으
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타깃으

180) 강구상(2020), p. 6 참고.
181)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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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고,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중국의 제도적인 문제의 근원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으로서 중국 공산당(CCP)이 서구
와의 이념경쟁(ideological competition)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근거로 자본주의는 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다(“capitalism is
bound to die out and socialism is bound to win.”)라고 언급한 2013년
시진핑의 연설182)을 제시한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하 공산당과의 대
결, 군사강국화에 대한 압박에서 군민융합전략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하고 있으
며,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부 주도의 경제구조에 대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경쟁으로 규정한다.
첫째, 홍콩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홍콩과 대륙에 대한 금융 및 경제 제재로 이
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84년 ｢중ㆍ영 공동성명(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에서는 홍콩의 고도의 자치 인정, 법에 의한 지배, 자유민주 보
장을 통해 홍콩이 성공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금융의 허브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20년 6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홍콩 반환 24주년이 되는 동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였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응하여 △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관료들에 대한 비자 제한(2020. 6. 26)
△ 홍콩에 대한 미국산 군사장비의 수출 중단 및 이중용도(dual-use) 기술 제
재(2020. 6. 29)에 이어 △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취소하는 행정명령(2020.
7. 14)183)에 서명하였고, 중국 재무부의 관련 인사 11명의 미국 내 자산동결
대상 리스트(SDN)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철회 요구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182) PALLADIUM(2019. 5. 31), Xi Jinping in Translation: China’s Guiding Ideology, https://
palladiummag.com/2019/05/31/xi-jinping-in-translation-chinas-guiding-ideology/
(검색일: 2020. 11. 30).
183) The White House(2020. 7. 14),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s-executive-order-hongkong-normalization/(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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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ㆍ중 갈등이 불가
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국ㆍ대만 간 무역ㆍ경제 관계 심화, 대만의 국
제기구 가입 지원, 대만의 국제관계 강화 지원을 포함하는 타이베이법안
(TAIPEI)을 제정(2020. 3. 26)한 데 이어, 미 민주당 경선강령(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삭제되었고, 2020년 8월 31일
에는 스틸웰 국무부 차관이 대만은 미국의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로서 대만 문
제 관련 중국과 6항 협의를 중지한다고 입장184)을 밝히기도 하였다.
셋째, 남중국해에서의 미ㆍ중 갈등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항해의 자
유(FON: freedom of navigation)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헤게모니적 주장과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며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미국의 군사 훈련을 지속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남사군도에서 중국의 ‘군사화(militarization)’185)에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남사군도는 중국의 영토
이며, 군사화가 아니라 영토 방위를 위한 시설이라고 반박하였다.186)
넷째, 신장위구르 강제수용 문제, 티벳의 종교자유의 문제, 언론 및 인적교
류 통제 등 기본적 가치를 둘러싼 미ㆍ중 마찰이 일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문
제를 영토 주권과 ‘하나의 중국’ 수호라는 국가 핵심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
하고 유사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184) U. S. DEPARTMENT of STATE(2020. 8. 31), The United States, Taiwan, and the World:
Partners for Peace and Prosperity, https://2017-2021.state.gov/The-United-States-Tai
wan-and-the-World-Partners-for-Peace-and-Prosperity/index.html(검색일: 2020. 11. 30).
185) U.S. DEPARTMENT of STATE(2020. 9. 27), China’s Empty Promises in the South China
Sea, https://www.state.gov/chinas-empty-promises-in-the-south-china-sea/(검색일: 2020.
11. 30).
18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9. 27), 「2020年9月29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
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820059.shtml(검색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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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1.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협력
가. 미ㆍ중 무역 마찰 전망과 한ㆍ중 협력
1) 미ㆍ중 관세전쟁 전망
가) 중국의 양보를 통한 1차 무역협정 타결: 불완전 합의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는 2020년 1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협
정에 서명하였다. 1단계 무역협정에서는 △ 지재권 보호 강화 △ 기술이전 요
구 금지 및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 자제 △ 농업 부분 개방 확대
△ 은행, 신용평가, 보험 등 금융서비스 개방 확대 △ 통화 및 환율 정책의 투명
성 제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 및 무역체제에 대한 구조적 변화, 협정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ㆍ집행을 위한 분쟁해결 절차 구축, 중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추가 구매 약속 등이 합의되었다.187)
중국이 1차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사항은 대부분 중국이 제도 개혁을 준비하
고 있었거나, 사전에 개방 계획을 발표했던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중국은 협상
을 통해 미ㆍ중 무역전쟁을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양보가 이루어졌다고 할
187) 구체적 합의 내용은 USTR(2020. 1. 15),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hase One,” https://
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Economic_
And_Trade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China_Text.pdf(검색일:
2020. 11. 30) 및 中国政府网(2020. 1. 16),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美利坚合众国政府经济贸易协
议」, http://www.gov.cn/xinwen/2020-01/16/5469650/files/0637e57d99ea4f96845420
6af8782dd7.pdf(검색일: 2020. 11. 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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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ㆍ중 1차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장

주요 합의 내용
- 중국은 영업비밀, 의약품 관련 지재권, 원산지 표시, 상표권, 해적판 및 위조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와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집행을 강화하고, 서명 후 30일 이내에 액션플랜 제정에 합의
◦보호대상의 영업비밀 종류 및 침해유형 정의
지재권
◦침해 시 민사ㆍ형사상 보상과 처벌절차 강화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 특허권 분쟁 해결 및 유효기간 연장
◦상표권의 악의적 등록 단속 강화
◦지재권 보호 관련 사법처리 강화
- 중국은 시장접근을 조건으로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관행을 폐지
◦인수합병, 공동투자, 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요구 및 압력행사를 금지하는 것에 합의
기술이전
◦기술이전은 상호 합의를 반영하여 이행, 특히 행정승인, 시장진입 등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 금지
- 중국은 외국기술 인수를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 지원 자제에 합의
- 미국의 농산물(유제품, 분유, 육류 및 가금류, 콩, 해산물, 원예제품, 애완동물 사료, 쌀, 농업
농산물
생명공학 등이 포함) 대상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등 세부조치 이행에 대해 합의
- 보험ㆍ은행ㆍ증권ㆍ신용평가 서비스를 포함한 미국 금융서비스 업체에 중국 금융시장 개방,
중국 내 시장 거래 및 외자 지분 한도 및 차별적 규제 등의 투자장벽 폐지
- (은행) 중국은 협정 발효 5개월 이내에 미 금융기관 자회사의 증권수탁 서비스 신청을
허용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약속
금융
- (신용평가) 미 신용평가 서비스 업체의 영업 허용(100% 소유 승인) 포함 진입장벽 철폐(합작
사의 대지분 소유 허용 등), 협정 발효 3개월 이내 신청 허가서 검토ㆍ승인
서비스
- (전자지급) 중국 내 미국 전자지급 서비스 업체의 영업 허용, 차별 철폐
- (보험) 2020년 4월 1일까지 생명ㆍ건강ㆍ연금 보험 분야 미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지분 한도
철폐, 모든 차별적 규제 폐지, 승인절차 신속 처리 약속
- (증권, 펀드, 선물) 2020년 4월 1일까지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 폐지, 영업허가 승인 신속 처리
- 경쟁적 평가절하 및 환율 타기팅을 자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거시경제정 요구함으로써 불공정 통화관행을 시정, 외환시장, 통화정책에 관해 정기적으로 의견 교환
책 및 환율ㆍ - (투명성 제고) IMF 기준에 따라 매월 외환보유액 및 선물포지션 매월 말 30일 이내 공표,
분기별 국제수지 및 수출입 통계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 공표, 환율평가 포함한 IMF 제4조에
투명성
의거한 보고서 공표, IMF COFER 데이터 작성 참여
- 중국은 향후 2년간 대미 상품 및 서비스(공산품, 농산품, 에너지, 서비스)를 2,000억 달러
이상 추가 구매 합의
무역확대
◦제조업 제품 777억 달러, 농수산품 320억 달러, 에너지 제품 524억 달러, 서비스 분야
379억 달러
-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당사자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마련
- 이를 위해 정기적인 양자평가 및 분쟁해결 협의체 구축
- (협의체 구조) 고위급 무역프레임워크 그룹 설립(매 6개월 개최, USTR 대표, 부총리),
거시경제회담(재무장관, 부총리) 재개, 각각 차관급의 실무회의체인 양자평가 및 분쟁해결
양자 평가 및 사무소(분기별 개최, USTR 부대표, 차관급)를 설치하고 담당 관료(최소 1개월에 한번 개최) 지명
분쟁해결 - 합의 및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절차를 수립하고, 각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비례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함
- (분쟁 절차) 분쟁해결 절차 규정: 당사자 일방 불만 접수 → 담당 관료 차원 분쟁해결 기간
(불만 접수 후 21일)→ 차관(실무)급 차원(24일 추가 조정) → USTR 대표 및 부총리의
회담(요청후 30일 이내 회담 개최)
자료: USTR(2020. 1. 15),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hase One,”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
20one%20agreement/Economic_And_Trade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China_Tex
t.pdf(검색일: 2020. 11. 30) 및 中国政府网(2020. 1. 16),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美利坚合众国政府经济贸易
协议」, http://www.gov.cn/xinwen/2020-01/16/5469650/files/0637e57d99ea4f968454206af8782dd7.
pdf(검색일: 2020. 11. 3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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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중국 역시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가 미ㆍ중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
이라는 판단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해 미국에게 실리를 제공하고, 미ㆍ중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명문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동시에 제도 관련 민감한 문
제, 특히 중국이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2단계 협
상으로 미루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1단계 무역협정에서는 미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
를 위해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양보함으로써 부분적이지만 양자관계를 안
정시키고자 했다.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 2017년 대비 총 2,000억
달러의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중 2020년에는 767억 달러, 2021
년에는 1,233억 달러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2년간 공산품은 777억
달러, 농산물 524억 달러, 에너지 320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25년 쌍방은 상기 품목의 미국산 구매를 지속
적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이 추가 구매를 약속한 상품의 2017년
대미국 수입액은 1,080억 달러(2018년 1,094억 달러)로 당해연도 대미국 수
입액의 70%에 상당한다.

표 4-2. 중국의 미국산 상품 추가 구매 약속의 주요 내용
(단위: 억 달러)

분야

2020년 2021년 합계

비고
ㆍ산업용 기계류, 전기기기 및 설비, 의약품, 항공기, 자동차, 광학 및

공산품

329

448

777

농산품

125

195

320 ㆍ최저 확대 금액 이외에 중국은 매년 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

에너지

185

339

524 ㆍLNG, 원유, 석유정제품, 석탄(정련용 석탄 포함) 등

서비스

128

251

379

합계

767

의료 기기, 강재, 기타 공산품(유기화학제품, 목재, 칩, 반도체 등)
ㆍ채유용 종자, 육류, 곡물, 면화, 기타 농산품, 해수산품(랍스타 포함)
물 추가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함.
ㆍIP서비스, 비즈니스 및 관광, 금융 및 보험, 클라우딩 및 관련 서비
스, 기타 서비스

1,233 2,000

자료: USTR(2020. 1. 15),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hase One,”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
20one%20agreement/Economic_And_Trade_Agreement_Between_The_United_States_And_China_Text.
pdf(검색일: 2020. 11. 3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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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가관세 철폐를 줄곧 주장해온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1단계 협상은
매우 불완전한 합의였다.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추가관세 전면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분적 관세철폐에 그쳤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 취소 및 관세율 인하를 제외하면 현 단계에서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대
중 관세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양국간 추가적인 관세인하에 대한 논의는 추
후 협상 과제로 남겨진 상태이다.

표 4-3. 미ㆍ중 간 상호 관세부과조치 경과표
미국의 조치

중국의 대응

대상 품목

추가관세

발효일

대상 품목

추가관세

발효일

1차

25%

2018. 7. 6

1차

25%

2018. 7. 6

2차

25%

2018. 8. 23

2차

25%

2018. 8. 23

10%

2018. 9. 24

5%, 10%

2018. 9. 24

3차

5%, 10%,

3차

4차: 9월
4차: 1~3차
(미적용)
4차: 12월
(미적용)

25%

2019. 5. 10

15%

2019. 9. 1

→ 7.5%

2020. 2. 14

25% → 30%

2019. 10. 1

15%

2019. 12. 15

20%, 25%
4차: 9월

2019. 6. 1

5%, 10%

2019. 9. 1

→ 2.5%, 5%

2020. 2. 14

5%
4차: 12월

(자동차부품 포함),

(미적용)

10%,

2019. 12. 15

25%(자동차)

자료: 양평섭 외(2019), p. 4 수정 보완.

나) 관세전쟁과 WTO
WTO가 2020년 9월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가 WTO 규정에 부합하
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함에 따라 추가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의 새로운
공방이 예상된다. 301조를 근거로 미국이 2,34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추
가 관세(2018년 6월 340억 달러, 2018년 9월 2,000억 달러)를 부과한 건에
대한 WTO 패널 심사 보고서188)에서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18년 미국이 중
188) United States-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DS543), https://www.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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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조치는 규정상 정당화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관세는 중국에만 적용되었고, 미국이 규정한 최고세율을 넘었
기 때문에 무역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다국간 무역 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정한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하였다.189)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WTO 판단을 비난하면서
탈퇴를 경고하였고, USTR은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 WTO를 이용하지 않을 것
이며, 이번 결정이 미ㆍ중 1단계 협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190) 미 USTR191) 또한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중국의 위
해한 기술 관행(harmful technology practices)를 방지하는 데 완전히 부적
절하다고 비판하고, 이번 결정이 미ㆍ중 1차 무역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WTO에 상소를 제기하였다.192)

다) 미ㆍ중 무역전쟁의 재연과 2차 협상 전망
코로나19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미ㆍ중 마찰이 재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1차 무역협정 이행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있
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 라이트 하이저는 중국이 지재권 보호, 금융서비
스 및 농업 분야에서 미국기업의 진입장벽 제거, 강제적인 기술이전 제거 등 구
조적인 변화를 추진했다고 평가하고, 쌍방은 중국의 미국상품 구매의 획기적인
증가와 협정의 지속적인 이행을 논의했다고 평가했다.193) USTR과 미 농업부
org/english/tratop_e/dispu_e/543r_e.pdf(검색일: 2020. 10. 5).
189)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0. 9), 「商务部新闻发言人就我诉美301关税措施世贸争端案专家组裁决答
记者问」, http://www.mofcom.gov.cn/article/news/202009/20200903001422.shtml(검색
일: 2020. 12. 15).
190) WTO Report on US Action Against China Shows Necessity for Reform(2020. 9. 15), https://
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september/wto-re
port-us-action-against-china-shows-necessity-reform(검색일: 2020. 12. 15).
191) Ibid.
192) WTO(2020. 10. 27),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54
3-10.pdf&Open=True(검색일: 2020. 12. 15).
193)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0. 8. 24), Statement on Call

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 107

가 공동으로 발표한 1차 협정 이행평가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10월 8일까지 총
236억 달러의 농산물을 구매하여 2020년 연간 목표치의 71%를 구매했다고
밝혔다.194) 중국은 2020년 9월부터 1년간 총 989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
하기로 합의하는 등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195) 중국
상무부도 미ㆍ중 1차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건설적인 대화(建设性的对话)가 있
었으며, 미ㆍ중은 1단계 협정의 이행을 위한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어가자는 데
동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196)
그러나 피터슨연구소(PIIE)197)에 따르면 2020년 말 중국의 대미국 수입확
대 약속에 대한 이행률은 미국 수출통계를 기준으로는 58%, 중국의 수입통계
를 기준으로는 54%에 불과하다. 중국 수입액을 기준으로 농산물은 62%, 공산
품은 60%, 에너지는 36%에 불과하다. 따라서 2021년에 개최될 무역프레임워
크 그룹(Trade Framework Group) 회의에서 이행 상황을 둘러싼 공방이 본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는 중국과의 2단계 및 3단계 무역협상에서 추가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2단계 협상이 미국
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현재 부관된 추가관세의 철폐는 용이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0/august/statement-call-between-united-states-and-china
(검색일: 2020. 12. 15).
194) USTR(2020. 10. 23), “Interim. Report on th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AGRICULTURAL
TRADE,”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assets/files/interim-report-on-agricultur
al-trade-between-the-united-states-and-china-final.pdf(검색일: 2020. 11. 30).
195) NIKKEI Asia(2020. 9. 17), “China doubles US soybean contracts ahead of November
election,”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US-China-tensions/
China-doubles-US-soybean-contracts-ahead-of-November-election(검색일: 2020. 11.
30).
19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0. 8. 5), 「刘鹤与美贸易代表莱特希泽、财长姆努钦通话」, http://www.
mofcom.gov.cn/article/ae/ldhd/202008/20200802995441.shtml(검색일: 2020. 11. 30).
197) Brown(2021), “US-China Phase One Tracker: China’s Purchases of US Goods, As of
November 2020,” PIIE Chart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us-china-phase-one-tracker-chinas-purcha
ses-us-goods(검색일: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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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추가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돌입할 가능
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가 미국
의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추가관세 철폐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제2단계 무역협상을 위한 카드로
추가관세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관세전쟁의 향방은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ㆍ중 마찰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에 기
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새로운 미 행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제도 개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추가관세를 제거하는 전략을 추진해
갈 경우 미ㆍ중 관세전쟁은 종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1. 1차 무역협정 이행 상황
(단위: 10억 달러)

(1)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기준

(2) 중국의 대미국 수입 기준

자료: Brown(2021), “US-China Phase One Tracker: China’s Purchases of US Goods, As of November
2020,” PIIE Chart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s://www.piie.com/rese
arch/piie-charts/us-china-phase-one-tracker-chinas-purchases-us-goods(검색일: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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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ㆍ중 관세전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미ㆍ중 무역 마찰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중국 수
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제품의 대중국 수출
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98)
미ㆍ중 갈등에 따른 전환효과는 ASEAN과 유럽연합(EU)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섭(2020a)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대상품목을 대상으
로 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19년에는 8.0%로
도리어 하락하는 등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로 미국산이 한국산으로 대체되
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99) 특히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품목
에서 한국의 점유율 하락 폭이 대만(-0.16%p)과 일본(-0.08%p) 등 주요 경쟁
국에 비해서도 컸다.200)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수
입시장에서 ASEAN과 EU국가(자동차 수출)들은 혜택을 받았으나, 한국은 1차
규제 대상품목에서만 부분적으로 혜택이 있었다.201) 중국의 대미 규제품목 수
입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1.43%p 하락했고, ASEAN과 EU의 점유율은 각
각 2.76%p, 0.79%p 상승했으나, 중국과 밀접한 협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
본, 한국, 대만의 점유율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2)
다만 1차 미ㆍ중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중국이 미국산을 추가 구매하는 과정
에서, 중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이
미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양평섭(2020a)에 따르면 중국
수입시장에서 각국의 점유율에 비례하여 미국산 제품으로 대체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20년 약 37억~50억 달러(2018년 대중국 수출액의 1.8~2.5%
상당)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다.203)
198) 양평섭(2020a), p. 10.
199) 위의 자료, p. 10.
200) 위의 자료, p. 10.
201) 위의 자료, p. 10.
202) 위의 자료,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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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중국 수입시장에서 주요국의 점유율 변화(2018→2019년)
(단위: %p)

구분

미국

일본

한국

대만

ASAEN

베트남

EU

독일

전 품목

-1.37

-0.17

-1.20

0.03

1.92

0.23

0.53

0.09

대미 규제품목

-1.43

-0.08

-0.41

-0.16

2.76

-0.06

0.79

0.18

*1차 품목

-3.80

-0.99

0.02

-0.03

0.23

-0.21

0.57

0.15

*2차 품목

-2.72

0.30

-0.20

-0.02

2.85

0.02

-0.23

0.89

*3차 품목

-1.05

-0.03

-0.35

-0.14

3.24

-0.06

1.01

0.11

비규제 품목

-1.25

-0.15

-2.40

0.09

0.85

0.71

0.38

0.07

자료: 양평섭(2020a), p. 11.

표 4-5.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이 한국산을 대체함에 따른 영향 시산
(단위: 억 달러)

품목

대체 규모
(2020년)

대한국 수입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체 추정 규모

한국 점유율(%)

(2020년)

전체

일반무역

전체

일반무역

전체

일반무역

합 계

639

1,485.6

512.6

15.66

6.32

49.9

37.3

공산품

329

1,473.1

501.8

14.86

11.00

48.9

36.2

농산물

125

9.5

7.7

0.70

0.68

0.9

0.8

에너지

185

3.0

3.0

0.10

0.13

0.2

0.2

자료: 양평섭(2020a), p. 13.

나. 미ㆍ중 기술 디커플링과 한ㆍ중 경제협력
1) 미ㆍ중 기술 디커플링 경쟁 확대 가능성204)
중국의 기술적 추격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

203)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가정을 이용하여 미ㆍ중 관세전쟁으로 미국이 상실한 점
유율을 어떤 국가가 대체했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 대상품목은 1~3차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
대상품목으로 한정한다. 한국이 추가구매 대상품목의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15.7%)
과 해당 품목의 일반무역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6.3%) 만큼 대체된다는 가정에서 추산한 결과이
다. 대체 추정액 = 중국의 대미국 추가 구매 규모 * 한국의 점유율(전체 또는 일반무역). 양평섭
(2020a), pp. 10~11.
204) 이하의 내용은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
poliIsueId=ISUE_000000000000962&menuNo=200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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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압박 대상 분야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① 첫째 가능성은 현
재와 같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ㆍ중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이 △ 기술보
호 △ 안전에 대한 보장 요구 △ 군민융합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미ㆍ중 기술마찰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도 정부 의도와 다르게 중국과 밀접한 연계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시장인 중국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205) 또한 그동안
대화웨이 규제에 동참해온 미국의 우방국 역시 국가이익 수호 차원에서 미ㆍ중
간 디커플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6) 미 상공회
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보고서207)에서는 미국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투자, 인적교류, R&D 등 4개 영
역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미국의 항공, 반도체,
의료장비 산업 등이 입게 될 피해 규모는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
망하였다. 따라서 미ㆍ중 양국이 모두 디커플링에 따른 손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중국이 산업정책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② 둘째 가능성은 미ㆍ중 기술 디커플링이 반도체와 인터넷 분야로 확산되는
것이다. 미국이 첨단 산업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발전권 보호 입장에서 강경 자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5G를 넘어서 반도체와 인터넷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청결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을 통해 중국의 통
205) “Trump raises prospect of ‘decoupling’ US economy from China,” https://www.ft.co
m/content/06047bc5-81dd-4475-8678-4b3181d53877(검색일: 2020. 12. 20); “US compa
nies defy Trump’s threats about ‘decoupling’ from China”(2020. 9. 9), https://www.ft.co
m/content/8d23d65b-ee20-4449-a615-e3d2a9b672f8(검색일: 2020. 12. 20).
206) “Europe Just Declared Independence From China”(2020. 9. 5), https://www.bloomberg.
com/opinion/articles/2020-09-05/europe-just-declared-independence-from-china
(검색일: 2020. 12. 20).
207) U.S. Chamber of Commerce(2021), “UNDERSTANDING DECOUPLING: Macro Trends and
Industry Impacts,” p. 39, https://www.uschamber.com/sites/default/files/024001_us_c
hina_decoupling_report_fin.pdf(검색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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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하드웨어 제조기업(화웨이)에 이어 Tiktok과 Wechat 등 인터넷 플랫폼 기
반 서비스 기업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2020년 12월 18일 미
상무부는 군민융합전략(MCF)와 연계된 중국 군기업으로 분류된 SMIC와 관
련 10개 기업을 Entity List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208) 미국의 다음 타깃
(Next Target)은 AI를 주도하고 있는 클라우드 공급업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기업의 고용을 이유로 클라우드 공급자에 대한 공격
을 자제해왔으나, 사이버 안전(cyber security) 보호와 중국기업(알리바바, 텐
센트 등)의 부상을 제어할 필요성이 커졌다.209) 2019년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전 세계 시장 규모는 445억 달러였는데, 이 중 중국의 알리바바
와 텐센트의 점유율이 11.9%(2018년 9.6%), 미국의 Amazon, Microsoft,
Google 등 미국의 Big 3가 68.2%(2018년 67.6%)를 차지하였다.210)
③ 셋째 가능성은 미ㆍ중 간 디커플링이 첨단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적 디커
플링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다. 미국이 5G와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 분야를 넘
어서 청결 네크워크(Clean Network Program)를 근거로 통신 및 관련 서비
스 기업, AI 등 미국의 첨단산업의 공급사슬 보호, 이중용도 기술 분야 전반에
208) ①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Beijing) Corporation ②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Tianjin) Corporation ③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Shenzhen) Corporation ④ SMIC Semiconductor Manufacturing(Shanghai)
Co., Ltd ⑤ SMIC Holdings Limited; ⑥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outh China
Corporation ⑦ SMIC Northern Integrated Circuit Manufacturing(Beijing) Co., Ltd. ⑧
SMIC Hong Kong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⑨ SJ Semiconductor ⑩ Ningbo
Semiconductor International Corporation(NSI).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Commerce(2020. 12. 22), Addition of Entities to the Entity List, Revision of Entry on the
Entity List, and Removal of Entities from the Entity List, https://public-inspection.
federalregister.gov/2020-28031.pdf(검색일: 2020. 12. 20);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12/commerce-adds-chinas-sm
ic-entity-list-restricting-access-key-enabling(검색일: 2020. 12. 20).
209) Asia Global Online(2020. 9. 24), “What’s Next for the US-China Tech War,” https://
www.asiaglobalonline.hku.hk/whats-next-us-china-tech-war(검색일: 2020. 11. 5).
210) 개별기업의 비즈니스에서 클라우딩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알리바바는 9.26%, 텐센트는 4.5%를
점유하고 있다. GARTNER(2020. 8. 10), “Gartner Says Worldwide IaaS Public Cloud
Services Market Grew 37.3% in 2019,” https://www.gartner.com/en/newsroom/
press-releases/2020-08-10-gartner-says-worldwide-iaas-public-cloud-services-mark
et-grew-37-point-3-percent-in-2019(검색일: 2020. 12. 20).

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 113

표 4-6. 세계 IaaS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년
매출액

2018년
비중(%)

매출액

성장률
비중(%)

(%)

Amazon

19,900

45.0

15,495

47.9

29.0

Microsoft

7,950

17.9

5,038

15.6

57.8

Alibaba

4,060

9.1

2,499

7.7

62.4

Google

2,365

5.3

1,314

4.1

80.0

Tencent

1,233

2.8

612

1.9

101.5

기타

8,858

19.9

7,425

22.9

19.3

합계

44,457

100.0

32,382

100.0

37.3

자료: GARTNER(2020. 8. 10), “Gartner Says Worldwide IaaS Public Cloud Services Market Grew 37.3% in
2019,”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20-08-10-gartner-says-worldwid
e-iaas-public-cloud-services-market-grew-37-point-3-percent-in-2019(검색일: 2020. 12. 20).

걸쳐 중국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ㆍ중 디커플링 전쟁이 첨단산업 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대중 전략적 접근｣ 보고서211)에서
도 극초음속(hipersonis), 양자컴퓨팅, AI, 바이오기술, 기타 신흥 기초기술
등 선진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에 대비하여 수출관리규정을
강화해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10월212) 미국은 군사, 정보, 경제 분야
에서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목적에서 핵심적 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국가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미ㆍ중 간 디커
플링이 미래기술213) 전 분야로 확대되는 새로운 신냉전(하이테크 냉전)으로 발
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211)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0. 11. 27).
212) HOMELAND SECURITY DIGITAL LIBRARY(2020. 10. 15),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Released, https://www.hsdl.org/c/national-strategy-for-cr
itical-and-emerging-technologies-released/(검색일: 2020. 11. 27).
213) 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의 「디지털 시대의 특허전쟁(Patent Wars in Digital Era)」 연구는 10
년 후의 기술패권을 좌우할 첨단 10개 분야 기술로 △ AI △ 양자컴퓨터 △ 재생의료 △ 자율주행 △
블록체인 △ 사이버 보안 △ 가상현실(VR) △ 리튬이온전지 △ 드론 △ 전도성고분자를 꼽았다. 日本
経済新聞(2020. 2. 12), “Patent Wars in Digital Era,” https://vdata.nikkei.com/newsgrap
hics/patent-wars/(검색일: 2020. 11. 5), 재인용: 연원호 외(2020b),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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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미ㆍ중 디커플링 시나리오
현상 유지
시나
리오

ㆍ디커플링 없이 지경학적 갈
등 관계 지속

가능성
미ㆍ중
관계

Possible
ㆍ미ㆍ중 무역, 제도 경쟁
ㆍ중국은 미국기업의 최대 잠

상황

재시장(7만 개 미국기업, 중
국 매출 7,000억 달러)
ㆍ5G → 반도체, AI

우방국

ㆍWait & See
ㆍ화웨이 거래 잠정 중단
ㆍ공급상 전환(제3국, 국내)

부분적 디커플링
ㆍICT(5G,반도체) 분야를 중
심으로 미ㆍ중 디커플링 경
쟁 확산

ㆍICT 표준 경쟁
ㆍICT 분야 미ㆍ중 협력 축소
ㆍ제3국은 선택 압박(한국, 대
만, 일본, 동남아)
ㆍ대중 ICT 거래 중단
ㆍ공급상 전환 (국내)

ㆍ독자적 기술개발

대응

ㆍ협상 대응(양보); 안전 보장, ㆍ독자기술(칩, 반도체) 개발

→ 중저가 중심의 재편

개방, 기술 및 표준 협력 제시 ㆍ강경 대응(발전권 보호)

한국에

허용

대한 영향 ㆍ대중국 초격차
ㆍ중국 사업 업무 조정

ㆍ미ㆍ중 전면적 디커플링
ㆍ신냉전으로 발전 우려

Likely
ㆍ미ㆍ중 기술 전쟁

중국

ㆍ미국의 화웨이 거래 제한적

전면적 디커플링

ㆍ대중국 반도체 거래 중단
ㆍ중국 내 대체시장 개척
ㆍ대중국 초격차 대응

Unlikely
ㆍ미래기술 주도권 경쟁
ㆍcritical 기술 및 dual 기술 전
반으로 확대
ㆍ제3국은 선택 압박 극대화
(EU, 일본)
ㆍ극단적 혼란
ㆍ독자 기술 및 표준 개발 가속
화
ㆍ기술자립자강 대응
ㆍ한ㆍ중 ICT 협력 급감
ㆍICT 분야 GVC 근본적 재편

ㆍ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

추진 전략

자료: 양평섭(2021), p. 78 수정 보완.

2) 미ㆍ중 기술 디커플링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① 한국은 ICT 분야에서 중국에 매우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므로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ㆍ중 기술 분쟁이 확대될 경우 대중국 수
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ICT 분야214)의 한ㆍ중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섭(2020a, p. 5)에 따르면 2019년 ICT 제품군의 대중
국 수출액은 약 817억 달러(중국해관통계 기준)로 대중국 수출액의 47%를 차
지하고 있다. ICT 제품 중에서는 메모리반도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214) ICT 제품붐류는 Unctadstat Classification에 따름. Unctadstat STAT, https://unctadstat.un
ctad.org/en/Classifications.html(검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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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의 ICT 분야 수출입 네트워크(2010년과 2019년 비교)

자료: 중국해관통계 DB(유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ICT 제
품 수입에서 한국 점유율은 2017년 20.5%에서 2018년에는 21.0%로, 2019
년에는 17.5%로 하락하는 가운데, ICT 분야를 중심으로 미ㆍ중 기술패권 경
쟁이 치열해지면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 크다.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9월 15일 이후 전면 제재)로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
레이 업체가 secondary 규제를 받으면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
이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화웨이 스마트폰과 가전생산
에 있어 공급상(NAND Flash, DRAM) 역할을 해왔던 한국계 기업은 미ㆍ중
기술 마찰에 따라 선택의 압박을 받아왔으며, 9월 16일 이후 화웨이에 대한 공
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대(對)화
웨이 매출은 약 7조 원, SK하이닉스는 3조 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정부에 라이선스를 요청했지만 업
계에선 “발급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화웨이에 대한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공급해왔으며, LG디
스플레이는 최근 화웨이에 TV용 OLED 디스플레이 납품을 시작했으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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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공급을 중단하였다.215)
② 미국과 중국의 기술 디커플링이 5G에서 반도체 분야로 확대되면서 중국
의 독자적 반도체 국산화 등 기술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5G와
반도체 분야에서 미ㆍ중 간 협력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중국과 제3국 간 협력
도 중단됨으로써 중국, 미국은 물론 중국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ㆍ중 기술
디커플링이 미래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G2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블
록화(Block)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신흥국과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도국의
IT 산업은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의 저렴한 통신망에 가입함으로써
중국화가 이루어지고, 미국과 일부 우방국은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
다.216)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 제조에 성공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17) 중국이 LCD 시장
에서 저가 물량 공세로 한국을 밀어낸 것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시장
과 세계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18)
③ 그러나 미ㆍ중 마찰로 화웨이가 휴대폰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경쟁
사인 한국계 기업에게는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과 5G 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
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지적도 있다. 그 예로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
(미국 1위, 세계 1위 통신사업자)과 66억 4,000만 달러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2020. 9. 7)했다고 공시한 것을 들 수 있다.219) 이외에도 퀄
컴의 보급형 5G칩 파운드리 수주를 따냈으며,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엔비디아,
IBM 수주를 따낸 데 이어 통신장비 부문에서도 호재가 발생한 것이다.220) 특
215) 「삼성ㆍLG디스플레이도 화웨이 공급 중단」(2020. 9. 9), https://www.hankyung.com/economy
/article/2020090924351(검색일: 2020. 12. 10).
216) 日本国際問題研究所(2020), ｢最近の中国経済情勢アフターㆍコロナの中国経済と米中関係の行方｣,
http://www.jiia.or.jp/column/post-19.html(검색일: 2020. 11. 5).
217) 연원호(2020a), p. 11.
218) 연원호(2020a), p. 11.
219) 「삼성전자, 세계 1위 통신업체 美버라이즌과 8조 규모 장비 공급 계약」(2020. 9. 7), https://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07/102821594/1(검색일: 2020. 12. 10).
220) 「왕이 오신다…삼성전자, 한달만에 6만원 터치」(2020. 9. 10), https://www.mk.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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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화웨이 및 ZTE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국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5G 장비를 공급할 생산 기업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개도국들과 삼성전자,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과의 거래
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221)
또한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초격차 전
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가 중요한 파운드
리 비즈니스의 경우 미국의 제재로 당분간 중국의 첨단장비 수급에 차질이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나노(nm) 이후의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는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라는 차세
대 기술이 필요한데, 네덜란드의 장비업체 ASML이 해당 기술을 독점하고 있
다. 실제로 2020년 1월에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네덜란드 ASML
의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수입을 시도했지만 미국이 제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

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참여 요구 증대 가능성
1) 미국의 대중국 압박 연대 강화 전략
미국은 동맹국(allies), 파트너(partners), 뜻을 같이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s) 등 우방국과의 연대 강화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일방
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해왔으나, 향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중국의 개
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stock/view/2020/09/938331/(검색일: 2020. 12. 10).
221) “U.S. to Offer Loans to Lure Developing Countries Away From Chinese Telecom Gear”
(2020. 10. 18), https://www.wsj.com/articles/u-s-to-offer-loans-to-lure-developingcountries-away-from-chinese-telecom-gear-11603036800(검색일: 2020. 12. 10).
222) “Trump administration pressed Dutch hard to cancel China chip-equipment sale:
sources”(2020. 1. 6), https://www.reuters.com/article/us-asml-holding-usa-chinainsight/trump-administration-pressed-dutch-hard-to-cancel-china-chip-equipment
-sale-sources-idUSKBN1Z50HN(검색일: 2020. 12. 10), 재인용: 연원호(2020a),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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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은 국제적인 룰 세팅에 있어 ‘뜻을 같이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s)’와의 주권(sovereignty), 자유시장(free markets),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경제 비전(economic
vision)을 촉진하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 하나로서 2020년 1월 14
일에는 미국, EU, 일본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 국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규정 개정 △ WTO의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ies) 조항
강화 △ 강제된 기술이전 방지 등을 위해 WTO 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
다.223) 공동성명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대응에 합의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WTO의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세계
수출대국으로 부상했음에도 경제시스템은 여전히 국가주도의 보호주의 정책
(state-driven protectionist policy)을 취하고 있고, 개혁은 후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성숙경제(mature economy)임에도 개도국을 고
집하여 회원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은
WTO에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주요국과 연대를 강화해갈 것
으로 보인다. 셋째, 군민융합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대 지원
에 미국 기술의 사용을 강력히 규제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 및 파트너와 함께 중국의 민간과 군의 기술 융합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동맹 및 파트너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비시장, 가장 큰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기술혁신이 있는 공동번
영을 달성해 간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Prosper Africa,224)
America Crece,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in the Indo-Pacific region(ASIA EDGE)225) 등을 추진하고 있다.
223)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2020),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january/
tradoc_158567.pdf(검색일: 2020. 12. 10), 재인용: 양평섭(2020b), https://now.k2base.re.kr
/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962&menuNo=200
046&pageIndex=1(검색일: 2021. 1. 10).
22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11. 17), The Trump Administration’s Prosper
Africa Initiative, https://fas.org/sgp/crs/row/IF11384.pdf(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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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은 탈중국화 전략을 단독 제재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제
적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와 함께 EU, 일본
등 선진국ㆍ우방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의 5G 및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
화하고 있다. 그 사례로 화웨이 통신 장비가 관련국의 안보 이익을 위험에 빠뜨
릴 수 있고 미국으로 하여금 민감한 정보 공유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동맹국과 우방국의 화웨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226) 기술전쟁에서 미국
의 기술과 장비 사용 제한이라는 압박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움직임에 대해 일본227)은 가장 먼저 2018년 12월에 일
본의 5G 네트워크 구축 시 화웨이와 ZTE를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영
국228)은 2027년까지 화웨이 장비 제거를, 프랑스229)는 화웨이 장비 사용 라
이센스 만료(2028년) 이후 갱신 불가를 결정하였다. 이외에 독일230)은 특정업
체의 배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내의 화웨이 배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캐나다231)와 이탈리아232) 등에서는 해당국의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실질
225) USAID, ASIA EDGE(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INITIATIVE, https://www.usaid.gov/indo-pacific-vision/nrm/asia-edge(검색일: 2020.
12. 10).
226) 연원호 외(2020a), p. 145.
227) “Japan effectively bans China’s Huawei and ZTE from government contracts, joining
U.S”(2018. 12. 10),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japan-effectivelybans-chinas-huawei-zte-from-government-contracts-joining-us/2018/12/10/748fe9
8a-fc69-11e8-ba87-8c7facdf6739_story.html(검색일: 2020. 12. 10).
228) “Huawei 5G kit must be removed from UK by 2027”(2020. 7. 14), https://www.bbc.
com/news/technology-53403793(검색일: 2020. 12. 10).
229) “Exclusive: French limits on Huawei 5G equipment amount to de facto ban by 2028”
(2020. 7. 23),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huawei-5g-security-exclusive/
exclusive-french-limits-on-huawei-5g-equipment-amount-to-de-facto-ban-by-2028
-idUSKCN24N26R\(검색일: 2020. 12. 10).
230) ｢メルケル独首相、対中「蜜月」で苦心｣(2020. 8. 11),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
O62520790R10C20A8FF8000/(검색일: 2020. 11. 5); Wedge Infinity(2020. 8. 7), ｢EUの
ファーウェイ排除団結のカギを握るドイツの選択｣, https://wedge.ismedia.jp/arti cles/-/2034
8(검색일: 2020. 11. 5).
231) “Canada effectively killing Huawei 5G access through delays, sources suggest”(2020. 8.
26),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huawei-analysis/canada-has-effectively
-moved-to-block-chinas-huawei-from-5g-but-cant-say-so-idUSKBN25L26S(검색일:
2020. 12. 10).
232) “Italy: new 5G security measures impair Huawei and ZTE”(2020. 7. 15),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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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쟁점 사안별 미국 외 G7 각국의 對中정책 동향 요약
쟁점 사안
(Flashpoints)

캐나다

영국

일국양제
수출
규제

홍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2020. 6. 17 G7 외무장관 공동성명 일국양제 원칙 준수 촉구
2020. 7. 7

2020. 7. 20

2020. 7. 28, EU 내부 억압, 통신 감청,
사이버 감시 관련 기술 및 장비 수출
규제

범죄인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인도
(2020. 7. 3) (2020. 7. 20) (2020. 8. 3) (2020. 8. 1)
조약

N/A

N/A

N/A

홍콩
보안법

2021. 1. 10,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이 공동성명 채택
(홍콩안전법에 의거한 55인의 체포에 우려)

입법원
선거

2020. 11. 18,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공동성명
(새로운 입법원 후보 기준이 홍콩의 자치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신장위구르

2019. 7. 12, 제41차 UN 인권위원회에 공동성명서 제출(G7)
2019. 10. 29,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공동성명서 제출(이탈리아 제외)
2020. 6. 29, G7 IPAC UN 차원의 조사 촉구(G7)
항행의 자유
지지

남중국해

화웨이 5G
장비

항행의
자유지지

2019년 이후
2018년
미군과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 연합훈련 증가
실질적
배제

2027년까지
제거

항행의
자유 지지

항행의
자유 지지

2018년
영ㆍ프
합동작전
2028년까지
허용

비배제
고심 중

항행의
자유 지지
N/A

2017년부터
매년 미국과
연합훈련 실시
중

실질적
배제

2018. 12 금지
결정

투자심사
2020. 4. 18 2020. 6. 23 2020. 4. 29 2020. 4. 8 2020. 4. 8
투자 강화
규제
관련 정책
2020. 6. 10, EU 차원(EDPB)에서
TikTok
N/A
검토 중
조사 시작
사이버 보안

Five Eyes와 협력 확대

2020. 7. 30, EU Council
Decision(CFSP) 2020/1127

2020. 5. 8
불허
고려 중
Five Eyes와
협력 확대

주: 호주 정보당국은 국가안보 위협의 관점에서 TikTok 조사 중.
자료: 연원호(2020b), p. 11; “Australia, US, UK, Canada criticize Hong Kong mass arrests”(2021. 1. 10),
https://apnews.com/article/australia-hong-kong-arrests-china-national-security-239dd82cb5bd315
476a6259ae48753ad(검색일: 2021. 1. 20); “Five Eyes Countries Issue Joint Statement on Hong
Kong”(2020. 11. 19), https://thediplomat.com/2020/11/five-eyes-countries-issue-joint-statementon-hong-kong/(검색일: 2021. 1. 20).

formiche.net/2020/07/italy-5g-security-measures-impair-huawei-zte/(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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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시
장의 주체(개별 기업)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③ 홍콩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인권 문제 등에서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도모하고자 한다. 미ㆍ중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은 각 사안이 자국
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233) 그러나 ｢홍콩보안법｣
시행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들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
서 ｢홍콩보안법｣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결정에 대해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
는 동시에 일국양제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홍콩 입법원 후보에 대
한 새로운 자격 기준234)을 제시한 것(2020. 11)에 대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대한 일당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
고 비판하고, 미국은 홍콩의 자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
힌 바 있다.235)
2020년 11월 18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4개국 외교부 장관은 공
동 성명236)을 발표 하였다. 성명에서는 ｢홍콩보안법｣이 ‘중영 공동선언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홍콩의 자치권,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홍콩 입법원 선거
에서 공동선언과 기본법 준수를 요구하고,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홍
콩인이 정당한 입장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언
급하면서 홍콩 입법원 선거에 대한 중국의 입장 재고를 촉구하였다. 또한 캐나
233) 연원호(2020b)를 기초로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함.
234) 중국은 2002년 9월에 예정되어 있던 홍콩 입법원 서거를 1년 연장하고, 2020년 11월 11일에는 새
로운 기준(Decision on the Qualification of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을 제정하였다(2020. 11. 11).
235) “Hong Kong opposition lawmakers all quit after four members ousted”(2020. 11. 11), https:
//www.theguardian.com/world/2020/nov/11/china-pro-democracy-hong-kong-law
makers-opposition-oust(검색일: 2020. 12. 10).
236) U.S. Department of States(2020. 11. 18), Joint Statement on Hong Kong, https://
www.state.gov/joint-statement-on-hong-kong-2/(검색일: 2020. 11. 27).

122 •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다,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
유’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④ 우방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
에 공동 대응하려 한다. 첫째, 인도태평양전략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통
한 우방국과의 연대 전략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원천적으로 봉쇄하
고자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미국은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보고서(미 국방부)와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보고서(미 국무부)를 통해 기본 전략 방향을 제
시하였고, 인프라 연계전략으로서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237)
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2020년 5월에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238)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ASEAN의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239) 일본의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240) 인도의 “India’s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policy,” 호주의 “Australia’s Indo-Pacific
concept,”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만의 ｢신남향정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는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중국의 태평양ㆍ인도양 내 해군 네트워트 구축(진주목걸이 전략)에 대
응하여 미국은 일본ㆍ호주ㆍ인도와의 4개국(쿼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EU와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 마찰이 확산되
는 가운데 유럽 선진경제권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유럽과 중국은 2013년 11월 체결한 ‘EU-중국 협력 2020 전략 계획
237)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blue-dot-network/(검색일: 2020.
11. 27).
238) The White House(2020. 5. 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
/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4v1.pdf
(검색일: 2020. 11. 27).
239)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https://asean.org/storage/2019/06/ASEA
N-Outlook-on-the-Indo-Pacific_FINAL_22062019.pdf(검색일: 2020. 11. 27).
24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Free and Open Indo-Pacific, https://www.mofa.go.
jp/files/000430632.pdf(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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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241)에서 평화와 안
전보장, 번영, 지속가능 발전, 인적교류 등 4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
의하였다. 그동안 유럽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일대일로, 유럽과
아시아의 연계성(connectivity) 강화 등에서 포괄적 전략 파트너(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EU는
2019년 3월에 발표한 ｢중-EU 전략 전망(EU-China – A strategic outlook)｣
에서242) 중국을 정책영역에서는 협력 파트너(cooperation partner), 상호
이익 추구에 있어서는 협상 파트너(negotiating partner), 기술 분야에서 리
더쉽을 추구하는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 거버넌스와 발전
방식 등에서는 제도적 라이벌(systemic rival)로 규정하였다. 특히 EU는 미ㆍ
중 마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243)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2020. 4)을 통해 중국기업의 유럽 기술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홍콩인권법｣을 둘러싸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화
웨이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2020년 6월 중국 관련 문제 논
의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 채널로서 ‘U.S.-EU Dialogue on China’244)를 운
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대화에는 정부 고위급 관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권, 안보, 다자주의 문제를 논의하며, 동년 10월 23일에 첫 회의가 개최되었
다. 동 대화는 2020년 6월 EU의 외교정책 수장인 Josep Borrell이 아시아 국
가의 부상과 동유럽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제안한 것
이다.245) Josep Borrell은 중국이 17+1(동유럽 17개국과 중국 간 협력) 프로
241) “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 http://eeas.europa.eu/archives/
docs/china/docs/eu-china_2020_strategic_agenda_en.pdf(검색일: 2020. 11. 27).
242) European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2019), EU-China
– A strategic outlook,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com
munication-eu-china-a-strategic-outlook.pdf(검색일: 2020. 11. 27).
243) “Europe Just Declared Independence From China”(2020. 9. 5), https://www.bloomberg.
com/opinion/articles/2020-09-05/europe-just-declared-independence-from-china
(검색일: 2020. 12. 20).
244) “US Department of State, Launch of the U.S.-EU Dialogue on China,” https://www.
state.gov/launch-of-the-u-s-eu-dialogue-on-china/(검색일: 2020. 11. 5).
245) “The EU-U.S. dialogue on China is ‘dead on arrival’,” https://news.cgtn.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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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통해 중국이 ‘부채의 덫(debt trap)’ 외교와 마스크 외교(mask diplomacy)
를 구사하며 동유럽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함으
로써 중국의 개방을 유도해나가고 있다.
넷째, 호주는 전통적으로 태평양안보보장(ANZUS)을 기반으로 미국과 안보
표 4-9. 우방 및 파트너와의 대중국 공동 대응

구분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ㆍ동맹, 파트너, 국제기구와 자유와 개방(free and ㆍ동맹국과 미국의 이익에 기반하여
open) 원칙 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과 협상, 글

제휴 원칙 ㆍ산업 표준

로벌 무역규범 조성 필요

ㆍ소비시장, 투자, 기술 혁신 협력

ㆍ우방국과 동맹국 제휴 해결, 중국의

ㆍ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보호 공동대응

국제적 기준 침해 공동대응

ㆍ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쉽과 영향력 확대
ㆍ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일본),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policy(SAGAR,
아태지역

ㆍ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인도), Australia’s Indo-Pacific concept(호주),

미국의 번영, 안보, 가치를

신남방정책(한국), 신남향정책(대만)과의 연계 강화

공유하고 다가오는 태평양

ㆍASIA EDGE(에너지)

시대(Pacific Century) 구축

ㆍBlue Dot Network(2019, 인프라 건설)
ㆍ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미 국무부)
ㆍ유럽은 중국과 경쟁에서 natural
EU

ㆍ2019 of EU-China: A Strategic Outlook에 기반한
협력

partner로서 공동의 우선 순위,
전략, 수단 공동 수립
ㆍ유럽과 사회주의, 테러리즘,
기후변화 공동대응

기타

ㆍProsper Africa, America Crece(중남미)

자료: The White House(2020. 5. 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0. 11. 27);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demconvention.com/wp-c
ontent/uploads/2020/08/2020-07-31-Democratic-Party-Platform-For-Distribution.pdf(검색일: 2020. 11.
1) 정리.

2020-10-01/The-EU-U-S-dialogue-on-China-is-dead-on-arrival--Uem6omzFYc/ind
ex.html(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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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
아지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경제적으로 중국
은 호주의 최대 LNG, 철광석, 석탄 수출시장으로서 FTA를 체결(2015. 12)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의 호주 경제에 대한 침투 확대, 미ㆍ중 마찰 확대, ｢홍콩보
안법｣ 제정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호주는 대중 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을 추구하고 있다. 호주는 인권 문제, 표현의 자유, 종교
의 자유, 소수민족 및 정치범 문제 등에서는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
다.246) 홍콩 문제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며,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의 정신을 위반하고, 홍콩인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247) 미국,
영국 등과 함께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모
리슨 총리는 2019년 3월 29일 중국과 호주의 관계 증진을 위한 고위급 플랫폼
으로서 중-호주관계국가기금회(National Foundation for Australia-China
Relations)를 제안하고, 2020년 2월에 동 기금회를 설립하였다.

2)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가능성
① 미국은 동맹으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
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를 주장하며, 경제번영네
트워크(EPN)에의 한국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동맹과의 제휴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2020. 11.
12)248)에서 “한국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security)와 번영(prosperity)
에 있어 ‘핵심 축(linchpin)’”이라고 언급하였다.249) 바이든 행정부를 지원하
246)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0a), https://
www.dfat.gov.au/geo/china/Pages/china-country-brief(검색일: 2020. 11. 5).
247)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20b), 2019~2020

ANNUAL REPORT, https://www.dfat.gov.au/sites/default/files/dfat-annual-report-2019-20.pdf
(검색일: 2020. 11. 5).
248) 「文대통령, 바이든과 14분 통화… “한미동맹ㆍ한반도 평화 의지 확인”」(2020. 11. 12), https://
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1/12/S3DHMGXYEFBPZLFLC5VJHQL27
4/(검색일: 2020. 11. 20).
249) 오마바 행정부 시절의 Rex Tillerson 국무부 장관은 ‘한ㆍ미동맹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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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신국가안보센터(CNAS: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가 발표한 보고서250)에서는 한미 간에 글로벌 공공위생ㆍ기후변화ㆍ
신기술 분야의 기준의 공동개발,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미래 비전 공유, 북한 문
제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경학적 위험에 대한 공동대응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한ㆍ미동맹 재구축을 위한 6가지 기둥(pillars)을
제시하였다.
△ 신분야(new frontier)의 정책협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민간 우주
개발, 5G 개발, 스마트시티, 차세대통신 안보, AI 등
△ 무역관계 회생: 자본ㆍ데이터ㆍ인적 자본 교류장벽 제거, WTO 개혁 공
동 보조, CPTPP 가입
△ 가치(법의 지배, 인권, 공정무역, 민주 등)에 기반을 둔 외교(valuesbased diplomacy) 협력: 신남방정책(한국)과 인도ㆍ태평양 비전(미국)
의 접점 모색, 사이버 보안규범 개발 등
△ 안보 분야 협력 활성화: 한ㆍ미 동맹을 비대칭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국방 개혁 2.0을 활용해 무인시스템과 기타 선진 군사기술 공동
투자
△ 한ㆍ일 갈등 우선 관리: 한ㆍ미ㆍ일 3자 협력 강화
△ 북한 문제가 한ㆍ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분업체제 구축
특히 가치에 기반한 외교, WTO 개혁에서의 공동보조, 신남방정책과 인ㆍ태
비전의 결합 등은 다분히 미ㆍ중 경쟁 과정에서 한국의 선택에 대한 압박이 증
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압박을
강화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법의 지배, 인권, 공정무역, 민주 등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한국의 동
(security)와 안정(stability)의 핵심 축(lynchpin)’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2017. 3. 17), https://www.state.gov/us-republic-of-korea-alliance/(검색일: 2020.
11. 27).
250) Lee, Fitt, and Goldberg(2020),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renew-eleva
te-modernize-a-blueprint-for-a-21st-century-u-s-rok-alliance-strategy(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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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② 중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지만, 미ㆍ중 갈등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간접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해 △ 미국의 간섭을 없애
고 △ 시장경제 원칙 및 자유무역 규칙을 고수하며 △ 화웨이 등 유럽에 투자하
는 중국기업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라고 요
청하는 등 연대 참여국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251) 더욱이 중국판
Entity Lis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으
로부터의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종
종 상대국에 압박을 가해왔으며, 미ㆍ중 갈등 과정에서도 캐나다와 호주 등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일본과의 조어도 영토 분쟁에 대응한 대일본
희토류 수출 금지(2010. 12),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응한 대한국 규제
(2016), 캐나다의 멍완저우 화웨이 부총재 구금에 대응한 캐나다산 카놀라유
수입 금지(2019), 코로나19 바이러스 출처 조사 요구에 대응한 호주산 와인에
대한 212%에 반덤핑 관세 부과(2020. 11) 등에서 보듯이 중국도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게임(sanctions game)을 하고 있다.252)

2.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협력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에 대한 국내 중국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
기 위해 ‘미ㆍ중 관계 전망 예측 및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
251) 연원호(2020b), p. 8.
252) Hufbauer and Jung(2020. 12. 14), “China plays the sanctions game, anticipating a bad US
habit,” https://www.piie.com/blogs/china-economic-watch/china-plays-sanctions-game
-anticipating-bad-us-habit(검색일: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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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유
하고 있는 국내의 중국 관련 전문가 풀, 한중사회과학학회 회원, 한중지역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대학 교수 86명, 연구기관
종사자 60명, 정부기관 종사자 13명, 기업 종사자 6명, 기타 9명 등 총 174명
의 중국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관련 연구 분야는 경제 분야 110명, 정치ㆍ
외교 분야 40명, 사회ㆍ문화 분야 16명, 기타 8명이었다. 연령대는 40대가 66
명, 50대가 63명, 30대 24명, 60대 이상 18명, 20대 3명이었다. 관련 분야 업
무 종사기간은 11~20년이 71명, 20년 이상이 49명, 10년 이하가 54명이었다.

가. 미ㆍ중 마찰 원인과 전망에 대한 입장
첫째, 국내의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미ㆍ중 마찰을 중국의 기술적 굴기
를 견제하는 기술패권 경쟁 단계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미ㆍ중 관계는 현재
와 같은 협력과 갈등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① 응답자의 55.7%가 현재 미ㆍ중의 갈등은 중국의 기술적 굴기를 견제하려
는 기술패권 경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7%가 근본적인 체제경쟁이라고 응
답하였다.
② 응답자의 49.4%가 향후 미ㆍ중 관계는 현재의 협력과 갈등 관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40.8%는 악화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악화되는 이유
로서는 응답자의 27.6%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맞
대응하면서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았고, 응답자의 13.2%는 미ㆍ중 갈등이
비경제 문제(홍콩, 남중국해, 대만, 인권 등)로 확산되면서 급속히 악화될 것이
라고 응답하였다.
③ 그러나 향후 미ㆍ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5%가 중국이 2차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의 제도 개혁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
용하면서 미ㆍ중 갈등 관계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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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답자의 27.6%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
응해갈 것으로 예상하였고, 응답자의 13.7%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국가 핵
심이익(주권, 영토,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국과의 거리두기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4-3. 현재 미ㆍ중 갈등의 성격은?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그림 4-4. 향후 미ㆍ중 관계에 대한 전망은?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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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갈등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둘째, 미래 성장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주도를 견제하기 위한 미ㆍ중 기술패
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의 기술 추격을 지연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기술의 탈미국화를 가
속화시킬 것으로 평가하였다.
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적인 압박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응답
자의 45.6%가 미래 성장산업에서 중국이 기술을 주도함으로써 기술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이유로는 ‘중국표준
2035’ 전략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표준 제정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견제하는 데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의 표면
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대한 견제 △ 301조를 통
한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에 대
한 경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② 미ㆍ중의 기술적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기술 디커플링
경쟁이 한 단계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응답자의 12.6%만이 통신장비(화
웨이 규제 등)의 안전을 근거로 한 디커플링(현상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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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자의 55.2%가 일부 산업(통신, 인터넷, 반도체 등)에서 디커플링이 이
루어지는 부분적 디커플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응답자의 24.7%는
더 나아가 미ㆍ중 기술적 디커플링이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면적 디커
플링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여 중
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줄여갈 것이라는 의견은 6.9%에 불과하였다.

그림 4-6. 미국이 기술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그림 4-7. 현재 미ㆍ중 기술적 디커플링 전망?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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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미국의 기술적 디커플링(탈중국화) 전략의 성공 가능성?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③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추격을 늦추겠지만 중장
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자립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응답자의
88.5%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적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적인 추
격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5.2%만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적 추격
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중국이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에 승복
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에 불과하였다.

나. 미ㆍ중 마찰과 한ㆍ중 관계 전망
첫째, 미ㆍ중 마찰이 중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독자적
기술 개발과 자국산업 보호로 이어질 경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① 한국의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미ㆍ중 갈등이 중국을 변화시킴으로써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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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한국의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복수응답)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기대로서는 중국이 국
제사회 및 주변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미ㆍ중 갈등이 중국의 시장개방 촉진,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
호 강화, 중국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에게는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볼 수 있었다.
②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중국의 독자적 기술 개발을 가
속화시킴으로써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로 이어
질 가능성,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등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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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한국의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에 따른 부정적 효과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그림 4-11. 한ㆍ중 경제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둘째, 한ㆍ중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이지만 점차 경쟁적 관계
로 발전해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① 양국 경제관계가 협력관계라고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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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비중은 현재 24.1%에서 향후 5년 후에는 13.8%로 낮아졌고, 협력적
경쟁자 관계로 평가한 비중도 현재 64.4%에서 51.7%로 낮아졌다. 반면 경쟁
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비중은 11.5%에서 34.5%로 높아졌다.
② 세계의 시장과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
상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
의 69.0%가 한국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한국기업의 해외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축소될 것이며, 중국
내 생산거점을 한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림 4-12. 한ㆍ중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정립 방향
(단위: %)

향후 세계의 시장(소비 및 투자)으로서 중국의

한국의 수출 및 투자 대상지역으로서

중요성

중국의 중요성 전망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

중국 내 생산거점을 한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수출, 투자 포함)

Reshoring 정책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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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ㆍ중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쌍순환 전
략에 대해서도 다소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① 중국이 미ㆍ중 마찰과 코로나
19에 대한 중장기 대응으로 제시한 쌍순환 전략은 자립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응답자의 50.0%가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는 미ㆍ
중 마찰 대응을 명분으로 한 실질적인 자립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28.2%는 미ㆍ중 마찰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
책이라고 응답하였다. 17.2%의 응답자만이 코로나19와 미ㆍ중 마찰에 대응하
기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중국정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외에 기존 내수
성장 전략의 연장 정책으로 평가한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② 또한 미국이 견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핵심 전략에 대해 다소 경
계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빅데이터 강국 전략, 과학기술강국 전
략, 중국제조 2025 전략,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전략, 디지털 중국 건설의 순으
로 경계하고 대비해야 하는 전략으로 평가하였다. 한ㆍ중간 협력을 모색해야
할 전략으로는 신형인프라 건설 계획, 전략성 신흥산업, 디지털중국 건설, 일대
일로, 빅데이터강국 전략, 과학기술강국 전략, 중국제조 2025 전략, 인터넷강
국 전략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중국의 쌍순환 전략에 대한 평가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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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중국의 주요 전략에 대한 평가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다. 미ㆍ중 마찰 대응 원칙 수립 필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ㆍ중 갈등 시대에 한국이 취해야 할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원칙과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KIEP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미ㆍ중 갈등 상황
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입장이 위협받고는 있으나,
미ㆍ중 갈등 상황에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응답하였다. 미ㆍ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는 응답자의 50.0%가 현재의 ‘안미
경중’을 기반으로 하는 수정된 ‘안미경중 2.0’ 전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응답자의 25.3%가 미ㆍ중 패권 경쟁에 대비하여 EU 등 제3세
력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0.9%의 응답자는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소수 의견으로서 한미 동맹을 강
화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포함된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과 다자협력과 제3지대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헷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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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조에서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의 관계 개
선을 통한 균형 전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
해야한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하였다. 또한 미ㆍ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현
재의 상황에서 응답자의 70.1%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
자 수(23.6%)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3.4%)를
크게 상회하였다.
둘째, 미ㆍ중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군사적 안전보장, 기본적 가
치 등이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ㆍ중 경쟁 시대에 미국과 중
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이 커질 경우 미ㆍ중 간 갈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립할
때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서는 응답자의 39.6%가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
려해한다고 응답하였고, 31.5%가 군사적 안전보장을, 23.8%가 인권, 자유, 평
등, 자유무역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15. 미ㆍ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 선택

그림 4-16. 미ㆍ중 갈등 상황에서 관계
개선의 중점 대상 국가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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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미ㆍ중 간 갈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립할 때 지켜져야 할 원칙
(단위: %)

① 복수 선택(2항) 결과

② 1순위 선택 결과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셋째, 전문가들은 미ㆍ중 갈등 과정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을 경우 사안별로
원칙과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49.4%가 미ㆍ
중 경쟁의 사안별로 입장과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2.2%가 정
부가 미ㆍ중 경쟁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과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응답하였
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13.8%는 현재와 같이 정부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사안
별로 경제주체(기업)가 결정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2.3%만이
한ㆍ중 관계를 고려하여 정부는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
다. 소수의 의견으로서 원칙과 입장을 정립하고,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자주
밝힘으로써 어떠한 압박에도 이러한 원칙과 입장이 변화되지 않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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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미ㆍ중의 선택 압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원칙과 입장 정립 필요성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라. 주요 사안별 대응 방향
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지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 사안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301조에 근거한 추가관세 부과와 기술적 디커플링을 위한 중국과의
교류 중단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미국의 통신 및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Entity List 지정과 거래제한
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지지하는 입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로 미루어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ㆍ중 마찰로 한국이 받게 될 직간접적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과 중국의 기술적 부상에 대한 견제 필요성 측면에서는 미국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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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입장
(단위: %)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② 홍콩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항해의 자
유권, 산업보조금, 환경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첫째, 중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부여 문제와 산업보조금 문제에
대해 국내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개도국 지위 부여에 대해 응답자의 38.5%가 개도국 지위 부여에
반대하고, 38.5%의 응답자는 최소한의 특혜 부여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개도
국 지위 부여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에 대해
서는 응답자의 46.0%가 미국이 주도하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45.4%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환경문제, 남중국
해 항해의 자유 보장,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넷째, 홍콩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제
재에는 참여(32.2%)하나, 대화웨이 제재ㆍ중국 APP 사용제한 등의 네트워크
경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화웨이 제재 문제와 중국 어플리케이션 사용 제한, 첨단장비 및 기술의 대중국
수출 규제 문제 등에 있어서는 기업과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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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주요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한 입장
(단위: %)

① WTO의 중국 개도국 지위 부여에 대해 어떻게

② 중국의 과도한 산업보조금에 대한 제재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홍콩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④ 남중국해의 자유 항해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⑤ 미국의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 개혁 요구에

⑥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 요구에

동참한다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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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계속

⑦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환경변화 약속을

⑧ 대화웨이 제재, 중국 App 사용 제한, 대중국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고

첨단 제품 및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KIEP 온라인 설문조사.

3.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가. 대중 의존도 조정 과제
① 미ㆍ중 마찰과 코로나19와 같은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장기화될 것에 대
비하여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우리 수출과 제조업 분야 투자가 상대적으로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년 수교 당시 3.5%
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0.7%, 2005년 21.8%, 2018년에는 26.8%로
높아졌다.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수출상품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중 41.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중 46.8%, 석유화학 중간원료 중 81.4%, 반도체 제조장비 중 48.8%가 중국으
로 향하고 있다.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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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한국의 가공단계별 주요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 구성과 의존도
(단위: 억 달러)

국가/권역

수출액

수출 구성(%)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2018년)

1차상품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전체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전세계

6,049

0.4

71.4

10.6

17.2

100.0

100.0 100.0

100.0

중 국

1,621

0.4

79.5

3.4

16.6

26.8

29.8

8.6

25.9

ASEAN

1,001

0.5

79.7

5.2

13.6

16.6

18.5

8.1

13.1

* 그중 베트남

486

0.2

81.1

4.7

14.0

8.0

9.1

3.6

6.5

미 국

727

0.1

54.1

24.6

21.1

12.0

9.1

27.8

14.8

E U

577

0.2

58.0

17.3

24.2

9.7

10.2

8.6

7.6

일 본

305

1.8

76.5

11.4

10.2

5.0

5.4

5.4

3.0

주: 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것은 기타 분류가 존재하기 때문임.
자료: KITA(검색일: 2019. 6. 10).

② 한국의 수출이 중국에 편중되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첫째, 중국이 새로운 GVC의 허브(hub)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
한 중간재 공급자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독
일, 일본이 GVC의 허브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이 WTO에 가
입한 이후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현재에는 독일,
중국, 미국 중심의 GVC가 형성되었다. 특히 전자통신(ICT) 분야의 GVC가 중
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중국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중간재 공급원 역할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한국
의 대중국 수출 구성을 보면 중간재가 79.5%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자본재
가 16.6%, 소비재가 3.4%를 차지하고 있다(표 4-10 참고). 한국의 대중국 수
출 중에는 중국 내에서 가공 후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무역이 42.7%를

253) 「[세상읽기] 시장 다변화와 기술독립 서두르자」(2019. 8. 4), http://www.kookje.co.kr/news20
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90805.22026001133(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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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의해 유발되는 비
중이 높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재중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3.4%, 현지조달이 57.0%,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
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조달 중 관계사로부터의 조달이 15.9%를 차
지하고 있다.254)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중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매입과
매출 구조를 바탕으로 재중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직간접
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최소 33.4~38.7%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재중 한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중국 수출 규모는 최소 640억 달러
로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1,621억 달러)의 39.2%를 차지할 것으로 추
산되며, 중국 내 관계사로부터의 조달에 따른 간접수입을 감안할 경우에는

그림 4-21. 2000년과 2017년 GVC 구조

자료: WTO, IDE-TETRO, OECD, UIBE, World Bank Group(2019), p. 27, https://www.oecd.org/dev/GlobalValue-Chain-Development-Report-2019-Technological-Innovation-Supply-Chain-Trade-and-Worker
s-in-a-Globalized-World.pdf(검색일: 2020. 12. 10).

254) 한국수출입은행(2019), 201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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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재중 한국기업의 매입처
구성(2018년)

그림 4-23. 재중 한국기업에 의한 대중국
수출 유발 규모(2014~18년)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재인용: 양평섭(2020a),
p. 11.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재인용: 양평섭(2020a),
p. 11.

740억 달러로 45.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255)
그러나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규모 등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256) 이는 지리적 인접성
과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대중국 수출 유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257)
중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병행 추
진되어야 한다. 첫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지역별 수출구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
다.258) 당시 미국과 EU가 각각 15%를, ASEAN이 15%를, 중국이 20% 내외를
유지하였다. 중국은 가장 역동적인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 의존도를 낮추어가기는 쉽지 않다. 다만 수출이 활성
255) 현지 관계사의 경우에도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전체 조사와 동일(33.4%)하다고
가정할 경우, 현지 관계사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수입 조달한 비중은 전체 원부자재 조달의 5.3%를 차
지하는 것으로 추산한 결과이다. 양평섭(2020a), p. 9.
256) 양평섭(2020a), p. 14.
257) 양평섭(2020a), p. 14.
258)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검색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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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과 세계 주요 국가 및 시장의 관계
(단위: %)

구분
한국의 의존도
(%)

항목
한국 해외투자 비중(2019년 말 stock)
한국의 수출 비중(2019년)
FDI Inward Stock(2018년 말)
세계에서 주요국
GDP(2017년)
및 지역이
PPP Portion(2017년)
인구(2017년 말 현재)
차지하는 비중
수출(2019년)
(%)
수입(2019년)

미국
23.3
13.5
36.9
24.3
15.3
4.4
8.7
13.4

중국
13.7
25.1
8.0
15.0
18.1
18.8
13.2
10.8

EU
14.1
9.7
23.9
21.6
16.5
6.9
33.3
32.3

ASEAN
13.9
17.5
4.4
3.5
6.2
8.7
7.5
7.2

자료: 양평섭(2020a), p. 16 [표 Ⅳ-11].

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를 축소해나가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내실화와 동시
에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남방벨트(southern belt) 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
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지역 다변화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투자지역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수출의 71.4%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
출유발효과는 ASEAN, 북미 지역이 중국보다 높다.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
유발효과가 큰 업종은 전기전자, 전기장비, 운송장비, 금속제품 업종 등이므로
이 업종들에서 해외투자 지역 다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259)
셋째, 우리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미ㆍ
중 기술패권 전쟁으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통신 분야에
서 수출과 투자지역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제조장비, 광학 및 디스플
레이 제조장비 분야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력 수출제품
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해외투자를 확
대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259) 양평섭(2006),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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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 안정화 과제
미ㆍ중 기술 분야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 추진하는 탈중국
화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전자제품과 부품 산업의 경우 공급사슬을 안정화시
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미ㆍ중 마찰과 코로나19로 글
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으면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대
체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260) 중국을 주력 시장으로 하는 산업의
경우 중국 사업의 조달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산업의
경우 지경학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과 중
국 내 기업 간의 업무 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이다.
①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에 그대로 남아 공급
사슬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mCham에 따르면 상
당수의 기업이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 공급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기업의 투자지역으로서 중국의 선호도는 2018년
42%에서 2018년에는 3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Top 3 투자 대상지역 중 하
나로 선호하고 있고, 가장 선호하는 비중도 20%로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2020년 9월 상하이에 진출한 346개의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261)에서는 응답기업의 78.6%가 현재 중국 내 투자 수준을 유지할 것이
라고 응답하였고, 5.1%의 기업은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ㆍ중 마찰에 따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71%의 기업이 중국을 향후 TOP 3
투자 대상지역의 하나로 꼽고 있다. 중국은 성장하는 소비시장인 동시에 글로
260) USCC(2020. 11. 9), November_2020_Trade_Bulletin, pp. 15-17, https://www.legistorm.
com/stormfeed/view_rss/2049123/office/2070/title/november-2020-trade-bulletin.
html(검색일: 2020. 12. 10).
261) AmCham Shanghai(2020), “AmCham Shanghai Releases 2020 China Business Report,”
https://www.amcham-shanghai.org/en/article/amcham-shanghai-releases-2020-chi
na-business-report(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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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특
히 중국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중국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숙련공과 효율적
인 물류 인프라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예컨대 Tesla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 리쇼어링보다는 현지 사
업의 공급사슬을 안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② 미ㆍ중 마찰에 대한 대응으로 ‘China+1’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도 있다.
즉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경학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추
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
는 전자부품, 컴퓨터 및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트남이 최
대 수혜지역이 되었다. Dell, HP 등이 미ㆍ중 마찰에 대응하여 중국에서 생산
되는 PC 중 30%의 생산기지를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PC와 휴대폰 생산기지 이전을 준비 중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내에서 모듈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애플의 경우
에도 동아시아, 멕시코, 인도 등으로 제조 협력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시에 지난해에는 공급업체에 중국에서 지경학적으로 안전한 동남아시아의 다
른 지역으로 생산의 15~30%를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262)
미ㆍ중 마찰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제조업 생산기지를 일본과 동남아로 이
전하는 리쇼어링과 China+1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에 개최된 미
래투자회의263)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 등에서 일본으로의 제품 공급이 감소하
면서 자국의 공급사슬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의 국가에 의존도
가 높은 제품은 본국으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동시에 ASEAN 등으로 생산거점

262) CNBC(2020. 3. 5), https://www.cnbc.com/2020/03/05/coronavirus-apple-microsoftgoogle-look-to-move-production-away-from-china.html(검색일: 2021. 1. 10).
263)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未来投資会議 令和2年3月5日, https://www.kantei.go.jp/
jp/98_abe/actions/202003/05miraitoushi.html(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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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원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4월에는 2020년도 추가
경정예산에서 일본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2,200억 엔과 제3
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235억 엔을 포함하여 모두 2,435억 엔을 공급망
안정자금으로 배정하였다.
실제로 일본기업들은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향 제품의 경우 생산거점을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조정하거나, 첨단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산업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일본 내 생산거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와 일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3,0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64)에서도 조사 대상기업의 59.6%가 정부
의 회귀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응답기업의 41.2%가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JETRO265)의 조사에 따르면 일
본기업들은 미ㆍ중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향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거점을 기존의 중국에서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였거나, 이
전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니어쇼어링(Nearshoring) 또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도 가능하
다. McKinsey 보고서266)에서는 미ㆍ중 마찰과 코로나19에 따른 공급체인의
충격을 최소화기 위한 방법으로 이중 소싱(dual sourcing), 재고 축적, 공급체
인의 지역화 이외에 40%의 기업이 니어쇼어링을 선택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67) 그러나 전략적 산업의 경우 국내 회귀를 통해 안정적
264) JCER(2020. 9. 4), ｢ポストコロナ時代の米中関係と日本に関する上場企業3000人調査、日経新聞と
共同で実施｣, https://www.jcer.or.jp/news/2020094-5.html(검색일: 2020. 12. 10).
265) JETRO(2020. 1), ｢米中貿易摩擦の日本企業への影響(その1)対中制裁関税などへの対応に苦慮, 地域ㆍ
分析レポート｣,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19/1201/b9bc9720fb
f660d4.html(검색일: 2020. 11. 5).
266) SUPPLYCHAINDIVE(2020. 7. 13), “The 5 Ws of reshoring supply chains,” https://www.su
pplychaindive.com/news/5-ws-reshoring-supply-chains-diversify-localization/579943
/ (검색일: 2020. 12. 10).
267) Alicke, Gupta, and Trautwein(2020),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B
usiness%20Functions/Operations/Our%20Insights/Resetting%20supply%20chains%20f
or%20the%20next%20normal/Resetting-supply-chains-for-the-next-normal.pdf(검색
일: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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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일본기업의 미국向 제품 생산시설 제3국 이관 사례
기업명
도시바 기계
(東芝機械)
미쓰비시 전기
(三菱電機)

제품
사출성형기

이관

개요

중국→일본, - 미국의 대중국 추과관세 부과 대상품목으로
태국

2018년 10월 이관
-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미국向 공작기계 생산을

공작기계

중국→일본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관
- 미국향 이외의 제품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대체
- 미국이 대중국 추가관세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

리코
(リコー)

복합기

중국→태국

할 가능성에 대비
- 2019년 5월 미국向 주요 복합기 생산을 중국에
서 태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

아이리스 오마야
(アイリスオーヤマ)
교세라
(京セラ)

송풍기
(CIRCULATOR)

-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어려움에 대비하여 중
중국→한국

일부

국 내 2공장에서 생산되는 송풍기 일부 2020년
까지 한국 생산으로 바꾸어 리스크 분산 도모
- 트럼프의 4차 추가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여

복합기

중국→베트남

미국향 복합기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
관 고려중

샤프

자동차용

(シャープ)

액정디스플레이

중국→베트남

- 중국에서 생산 예정인 미국향 자동차용 액정 디
스플레이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기로 계획 변경

자료: JETRO(2020. 1), ｢米中貿易摩擦の日本企業への影響(その1)対中制裁関税などへの対応に苦慮, 地域ㆍ分析レ
ポート｣,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19/1201/b9bc9720fbf660d4.html(검색일: 2020.
11. 5).

인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전략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선진국들
은 의약분야의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의약품 분야에서 유럽 내 생산
기지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선진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리쇼어링 분야는 헬스케어, 개인 보호장비, 의약품 업종이다. 다만 리쇼어링은
글로벌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④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자동화를 통해 한국 내 생산기
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목적은 중국의 현지시장
을 개척하는 경우와 중국의 생산기지에서 생산 및 조립 후에 한국 또는 제3국
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생산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
거나 한국으로 유턴하기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첨단 부품, 장비 제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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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일본기업의 자동화에 의한 국내 생산거점 강화 사례
기업
ROHM
(ローム)
Japan Display

업종
반도체
자동차용

(ジャパンディスプレイ) 디스플레이
HP Japan
캐논 디지털
(キヤノンデジタル)
카시오계산기
(カシオ計算機)
파나소닉
세이코 엡손
(セイコーエプソン)
TDK
아이리스오야
(アイリスオーヤ)

PC
카메라
손목시계
가전

국내 생산거점 강화 동향
후공정 무인화로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생산거점 이전 검토
후공정 자동화에 투자하여 국내회귀 검토
일본시장 점유율 확대에 맞추어 도쿄 공장 증설
미야기현(宮城県)에 자동화 라인을 도입한 신공장을 증설하여 해
외로부터 이관
야마가타현(山形県) 공장 자동화 투자로 생산능력을 두 배로 증
설하고, 중국에서 이관
국내판매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중국으로부터 국내공장으로
이관

프린터헤드 자동화로 동북지방 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생산 비율 상향 조정
전자부품
LED조명

차세대 제조설비를 도입한 신공장 2동을 아키타현(秋田県)에 신
설하여 중국에서 이관
사가현(佐賀県)과 이바라키현(茨城県)에 자동화 공장을 신증설
하여 중국에서 이관

자료: 日本総研(2020), p. 6,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12166.pdf(검색
일: 2020. 11. 4).

에 따른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생산한 후에 미국시장으로 수출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업무 조정을 통
해 미국향 제품의 생산기지를 제3국 또는 한국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미ㆍ중 마찰
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정보
통신 분야 등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산업,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이 큰 업종에서
글로벌 산업체인의 재편(리쇼어링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268)
268) 일본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자동차부품은 30% 이상, 핸드폰 및 PC, 반도체소자, 전자부품 등
IT제품과 일용제품은 50%를 넘어선다. 일본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중국에 진출한 수송
기계 산업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89.3%에 달하며, 자동차의 현지조달 비중은 75%에 달한
다. 정보통신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에 진출한 해당 업종 기업의 83.4%가 중간재 생산기업이며, 해외
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다. 経済産業省(2020), p. 19, https://www.meti.go.jp/report
/tsuhaku2020/pdf/2020_gaiyo.pdf(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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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건비 상승, 미ㆍ중 마찰에 따른 대미 수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본
기업들이 자동화를 통해 일본 내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
다. 일본총연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269)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과제
1) 일대일로 및 인태전략의 협력 병행
① 한국과 중국은 일대일로의 주요 협력분야인 5통(五通, △ 무역창통 △ 자
금융통 △ 정책소통 △ 인프라 연결 △ 민심상통)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왔
다. 첫째, 2018년 2월에는 ｢일대일로와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연계 양해각서｣
를 교환하였다. 양국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
계 양해각서｣를 ｢신북방ㆍ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연계 양허각서｣로 수정하여
정부와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대화로 발전시키고, 아울
러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정하여 제3국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기로 합의
하였다. 둘째, 제3국 시장에 협력 진출하기 위해 한ㆍ중 투자협력기금 공동연
구 MOU, 제3국 공동 진출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나, 제3국 시장에서 한ㆍ중간 협력은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일
대일로가 안고 있는 과제인 △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낙후된 경제발전 수준
△ 정치적 불안전성 △ 인프라 위주의 협력 등이 중국과 제3국 공동 진출을 구
상하는 한국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미국은 한국이 EPN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
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현재까지 두
전략간 구체적인 연계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지만, 향후 연계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269) 日本総研(2020), pp. 1~7,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
pdf/12166.pdf(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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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한국의 일대일로(BRI) 협력 현황
분야
정책 소통

주요 협력 방향
- BRI와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연계 추진 MOU(2018. 2)

한ㆍ중 협력 현황
MOU 체결

- (산업단지 협력) 중국 및 제3국 산업협력단지 건설, 중국 내 자유무
역시범구에서 협력 강화
* 중국 내 일대일로 거점을 활용한 제3국 우회수출 기회 창출, 초국경
무역 창통

협력 강화
- (신산업 협력) 한중 간 산업협력구조 고도화 모색을 위해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 (제도 환경 개선) 한중 FTA 후속 협상(투자 및 서비스 협상), RCEP,

공동연구 추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RCEP 서명

한중일 FTA
- AIIB 등 국제금융 및 개발은행에서의 협력 확대 : 아시아인프라투자
자금 융통

은행

위안화 및 원화

- (AIIB) 창립회원 가입(2015. 6)

직거래시장 개설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 모색
인프라 연통

- 전력(동북아 슈퍼그리드), 철도(동북아 철도 공동체) 등 인프라 연계
성 강화

민심상통 - 한중 간 인문교류, 유학생 교류, 과학기술 인력 교류 활성화
- (제3국 공동진출) 무역투자와 연계한 제조업 분야 제3국 공동 진출
모색
제3국
공동 진출

AIIB 창립회원 가입

* 제3국 시장 협력 진출에 관한 MOU 체결
* 한중 투자협력 기금 공동연구에 관한 MOU
* 제3국 공동 진출 비즈니스 포럼
- 한중간 비교우위를 접목한 제3국 인프라 시장 공동진출

사드 이후 위축
실질 성과 미미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기업 매칭
(건설, 물류)
(2016. 4) 이후 중단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p. 235를 바탕으로 보완.

③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안보는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
으나,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미ㆍ중 경쟁이 패권전
쟁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본 경제에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270) 이
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
로는 제3국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일본은 중국과 제3국 시장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0월 아베

270) 防衛研究所(2020), pp. 34~58,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east-asian/j2020.
html(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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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중국 방문 시에 제1회 ‘제3국시장 포럼’을 개최하고 총 52건위 협력 양
해각서를 교환하였다. Jetro에 따르면 리스트는 대부분 아직까지 합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국
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제3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일본경제산업성은 제3국 협력유형271)으로 △ 일
중 기업간 공동으로 인프라 안건 수주 및 운영 △ 일본기업의 수주 안건에 중국
기업이 EPC(설계, 조달, 건설) 및 기기 공급 △ 일중 합작기업에 의한 제품의
제3국 시장 개척 △ 일본기업이 중국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하고 제품을 제3국
에서 생산 △ 일중기업이 협력하여 중국에서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3국에
서 전개 △ 일중 기업이 제3국시장 협력에 대해 정보 제공 및 공유 등 6가지 유
형을 제시하였다.272) 이러한 원칙에서 일중 간 제3국 협력은 동남아에 진출한
중국기업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중국이 수주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
발전설비 제공, 양국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동남아지역에서 일중 간 협력 기회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
과 중국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
다.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 아래 법의 지배, 항해 자유에 기초한
개방된 해양질서의 유지와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ㆍ태평양은 ‘국
제공공재’라고 규정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을 구축하는 3가지 지
주로서 △ 법의 지배,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의 보급과 정착 △ 경제의 번영 추
구(연계성, EPA/FTA 및 투자협정을 포함한 경제적 유대 강화) △ 평화와 안정

271) 大西康雄(2020), https://www.ide.go.jp/Japanese/Publish/Download/PolicyBrief/Ajiken/
133.html(검색일: 2020. 11. 5) 참고.
272) 外務省(2018. 9. 25),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4_006466.html
(검색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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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 (해상 법집행 능력 구축, 인도지원, 재해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FOIP에서는 해양 안전보장 및 해양 민주주의국가와의 제휴 강화로 남중국해
의 자유항해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번영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 항
만, 철도, 도로, 에너지, ICT 등 고품질의 인프라 정비를 통한 물리적 연결성 △
인재 육성 등 인적 연결성 △ 통관 원활화 등 제도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추어 기후변화(탄소배출 제로화), 청정에너지, 사이버 안보, 공급사슬 및 코
로나19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273)
④ 우리나라는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 한국은 협력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
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협력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전략과의 협력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협력 사업을 결정할 필요가 있
다. 신남방지역에서는 일대일로와 연계하면서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연
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수혜 국
가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BDN(청결인프라) 분야에 참여하는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 신남방정책의 안정적ㆍ독자적 추진
① 독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국을 배제하는 인태전략을
벗어나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하
고 있다. 일대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인도태평
양 전략을 통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에도 대응하려
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동아시아와의 연계성 강화 기회로 활용한다는 협
273) U.S. Department of States(2021. 3. 16),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pand
Indo-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ttps://www.state.gov/the-united-states-andjapan-expand-indo-pacific-economic-cooperation/(검색일: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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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자의 입장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동참하여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연선국가의 부채의 덫(debt trap), 환경 파괴적 인프
라 건설,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일대일로에 있어 안전보장 우려, 개발 관련
규범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일대일로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하였다.
다만 유럽은 중국의 배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적극
적인 가입은 꺼리고 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인 전략을 추진하려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유럽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독일이 인도태평양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글상자 4-1. 독일판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보고서」(Indo-Pazifik Leitlinien)

- 2020년 9월 2일 독일은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독일판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보고서」(Indo-Pazifik Leitlinien)274)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포괄
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다자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성장동력 확장 및 국제규범 정립
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의 목적이 ‘평화와 안전’, ‘관계의 다각화 및 심화’, ‘단극
적ㆍ양극적 국제질서 배제’, 자유로운 항행 보장‘, 시장 및 자유무역의 개방성’, ‘디지털화와 연계성
(connectivity)’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유럽연합(EU)의
일관된 전략과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기초한 협력관계’, ‘인권 개선’,
‘포용성’, ‘법의 지배’,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등한 파트너십’을 명시하였다.
- 6대 실행방안으로서 △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비롯하여 역내 단체
및 재단 등과 공동사업 추진,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
지효율성 증진, 탄소배출량 감축, 도서국가 지원, 해양보호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평
화와 안보 관련 협력 확대(유엔해양법협약(UNCLO) 준수, 유엔대북제재 공조, 국가간 안보정책 및
사이버보안 협력 등) △ 인권 상황 개선, 국제인권표준 실행 노력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자유무역
을 위한 환경 및 조건 개선, EU 무역정책 지원, 세계무역기구와 다자무역체제 강화, 시장 개방, EU
와 자유무역협정 추진 △ EU와 인도-태평양 역내 기구 간 연계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교
류 및 지원 확대, 문화, 교육, 학문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 이러한 독일의 다자주의적 정책기조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주도의 체제로 편입을
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김종갑(2020), p. 7 참고.
274) Die Bundesregierung(2020), “Leitlinien zum Indo-Pazifik,” https://www.auswaertiges-a
mt.de/blob/2380500/33f978a9d4f511942c241eb4602086c1/200901-indo-pazifik-leitli
nien—1—data.pdf(검색일: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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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은 2020년 11월 12일 제21차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 전략을 발표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수요
를 반영하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 상호 호혜
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ㆍ투자 기반 구축 △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
발 협력 △ 공동번영의 미래산업 분야 협력 △ 비전통 안보 분야 등 7개 핵심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때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갈등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
리의 신남방정책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두 전략의 중간에서 매몰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외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3) RCEP과 CPTTP 동시 가입 추진
아ㆍ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은 우리에게 단순한 시장개방 이상
의 의미가 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
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지역협정은 동아시아 지역의 개방 수준 확대, 공평하
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 환경 조성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CEP은 시장개방도에 있어 여타 FTA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일
본과의 FTA로 동아시아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일부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
편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핵심 3국의 자유롭고 공평
하며 가장 선도적인 개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
화하고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275) 국내 통상 전문가들
2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12. 8), 「문 대통령 “FTA 네트워크 더욱 넓혀야…CPTPP 가입 검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691(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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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국의 복귀와 중국의 가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76)

라. 미ㆍ중 마찰 시대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중국 편승전략)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이러한 중국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성장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골병
이 든 상황에서도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만 유일하게 2% 내외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77) 특히 한ㆍ중 교역 규모는 중국 통계를 기준으로
2018년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ㆍ중간의 직접 및 간접 투자를 포함한 상
호 투자액도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양국간의 인적교류는 사드사태와 코로
나19로 급격히 둔화되기는 했으나, 2016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
다. 중국은 2035년 중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의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다.278)
미ㆍ중 마찰이 중국의 기술적 자립 능력을 강화시키고, 자국의 첨단산업 분
야 공급능력 확대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유지되었던 한국과 중국 간 상호 보완
적 산업 및 경제협력 구조는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ㆍ중 마
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중국의 새로운 수요 변화, 특히 제3국과의 협
력 수요 증대에 대비한 중국 편승(활용)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한ㆍ중 협력
확대 과제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협력 방식의 고도화, 미래산
276) 「CPTPP 가입, 미 복귀보다 ‘빠를수록 이득’ 판단｣(2020. 12. 14), http://www.hani.co.kr/arti/
economy/marketing/974207.html#csidx20866ae65e773908f61f51c5b9c1ea4(검색일:
2020. 12. 15).
277) 中国财经(2021. 1. 5), 「预计2020年经济增速2%左右 中国经济持续恢复底气足」, http://finance.
china.com.cn/news/20210105/5468968.shtml(검색일: 2021. 1. 10).
278) 김승태(2018), p. 40. 간접투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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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확대, 상호 투자 및 금융 분야 협력 확대, 양국의
발전전략 및 대외경제전략 간의 연계 측면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신산업정책에 따른 신수요 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공급능력 확
대가 필요하다. 전략적 신흥산업, 경제의 디지털화, 인터넷강국, 녹색중국 건
설, 신형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 등 중국의 신성장 산업에서의 한ㆍ중 협력 수요
증대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은 신산업, 디지털경제, 그린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해야 할 것이다. 양국이 모두 아시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 수준과 육성 의
지가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협력 분야를 선정해 협력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중국 건설과 한국의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표준 제정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녹색
중국 건설과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하여 청결생산, 기후변화협약, 탄

그림 4-24. 새로운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 161

소배출권 거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산업정책의 지
속적 추진을 통한 대중국 공급능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는 2030
년 글로벌 4대 제조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2019. 6)｣, ｢소재ㆍ부품ㆍ장비2.0 전략(2020. 7)｣, 한국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중국의 신성장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를 충족
시킬 공급능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셋째, 그러나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자립에 대한 대비하는 전략 수
립도 병행해야 한다. 신산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승자독식’ 체제가 형성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자강이 이루어질 경우 한ㆍ중 간
산업 및 기술협력 기회는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ㆍ중 마찰에
대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정보, 바이오, 뇌과학, 생물육종, 우주과학,
심해 및 지층 분야를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우리가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2025년에는 70%에 달하는 기술 자급화
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산업발전기금을 투입하고 있다.
표 4-15. 중국의 산업정책별 중점 육성 분야와 협력 가능성
중국 산업정책

중점 분야

한국의 정책

- (9대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재료, 첨
전략성 신흥산업

단장비, 신에너지자동차, 녹색ㆍ환경보호, 우주항공, 해양장비
- (4대 신경제) 신기술, 신상품, 신업태, 신모델

소재ㆍ부품ㆍ장비2.0

- 플랫폼 및 공유경제
디지털 중국

- (3융합) 인터넷, 빅데이터, AI의 심도 융합
- (거버넌스) 디지털정부, 디지털화폐, 디지털 실크로드
- (디지털인프라) 기초 통신 인프라(5G 기지국), 빅데이터센터,

신형인프라

전자정보 제조, 소프트웨어, AI와 공업인터넷 인프라

디지털뉴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신남방 플러스(+)

- (신형 도시화) 도시간 고속철도, 도시궤도 교통, 스마트 시티
- (도시 기초시설) 환경 기초시설,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그린뉴딜

- 2030년 최대 탄소 배출, 2060년 제로 탄소 배출 실현
녹색중국

- 환경보호, 청결생산, 녹색건축
-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

자료: 최원석 외(2020), p. 3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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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력

바. 한ㆍ중 협력 제도 정비 강화 과제
1) 상품 분야 한ㆍ중 FTA 활용도 제고 노력
한ㆍ중 FT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
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279) 한ㆍ중 FTA 상품양허에서
10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이 높아 단기적인 관세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고, 한ㆍ
중 FTA 발효 시점에 발생한 사드 사태가 한ㆍ중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280) 전 세계적인 무역성장세 둔화 속에서 미ㆍ중 마찰 등 보
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확산된 것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281)
한ㆍ중 FTA가 대중국 수출 둔화 속도를 낮추는 데는 부분적으로 기여했으
나, 대상품목의 중국시장 개척에는 제한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282) 양
평섭의 분석에 따르면, 한ㆍ중 FTA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중국 수입시장 내 한
국 점유율이 2018년 9.5%에서 2019년 9.0%로 하락했다. 2019년 기준 한ㆍ
중 FTA 관세인하 대상품목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43.6%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한ㆍ중 FTA 비대상
품목이면서 무관세 품목이 48.9%를 차지하고, 그 외 ITA 협정과 아ㆍ태 협정
으로 관세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7.1%(2019년 기준으
로 하면 123억 달러 규모)가 관세 우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수입 중 관세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4.9%)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283)

279) 배찬권, 정민철(2019), p. 15.
280) 배찬권, 정민철(2019), p. 15.
281) 배찬권, 정민철(2019), p. 15.
282) 양평섭(2020a), p. 16.
283) 양평섭(2020a),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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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한국의 대중국 수출상품의 한ㆍ중 FTA 세율 적용 비중(2019년)
중국 수입(백만 달러)

구분

비중(%)

한국점유율(%)

대세계

대한국

중국 수입

대한국 수입

2,058,288

173,508

100.0

100.0

9.7

8.4

838,277

75,572

40.7

43.6

9.5

9.0

한ㆍ중 FTA 비대상품목

1,220,011

97,936

59.3

56.4

9.8

8.0

그중 1) 무관세

1,095,601

84,866

53.2

48.9

9.6

7.7

416,049

72,507

20.2

41.8

21.3

17.4

전 품목
한ㆍ중 FTA 대상품목

2) ITA

2018

2019

3) 아ㆍ태협정

20,108

541

1.0

0.3

1.8

2.7

4) Others

101,173

12,318

4.9

7.1

13.7

12.2

자료: 양평섭(2020a), p. 16 수정.

한ㆍ중 FTA 활용도는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낮다.
2019년 대중국 수출 중에서 한ㆍ중 FTA의 활용률은 57.2%로 ASEAN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 평균 FTA 활용률(74.9%)에 비
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중간재의 관세인하가 대부분 한ㆍ중 FTA 발효 7년 차 이후에 시작되므로 현
시점에서 중간재 수출의 한ㆍ중 FTA 활용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284)
따라서 한ㆍ중 FTA가 한ㆍ중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 분야 FTA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ㆍ중
FTA가 미ㆍ중 마찰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ㆍ중 FTA 활용으로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중국
신성장산업 상품 분야의 관세인하 재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높은 수준의 투자/서비스 협상 추진 필요
중국이 서비스업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고, 내수가 주도하는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라 중국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284) 양평섭(2020a),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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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 특
히 한ㆍ중 투자/서비스 협상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한ㆍ중 투자/서비스 협상에서 디지털 서비스
협력 챕터를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
투자/서비스 협상 추진 시에는 중국의 대외개방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
동시에 다양한 현안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중-EU 투자협정(CAI)을 참고할 필
요가 있다. EU는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EU-China CAI, 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을 통해 중국의 시장개방과 제
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중국시장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차별적 대우,
법적 불투명성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15차 EU-중국 정상회의에서 포
괄적인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020년 12월까지 총 35차례 협상
이 진행되었으며, 국유기업(SOEs) 규정, 보조금의 투명성, 강제 기술이전 등
미ㆍ중 간 주요 쟁점이 중-EU 투자 협정 체결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어왔다.285)
EU와 중국은 2020년 12월 30일 양자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투자협정 타결을
선언하였다. CAI는 시장진입(제조업, 자동차, 금융서비스, 건강(민영의료원),
연구개발, 통신/클라우딩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상무서비
스, 환경보호 서비스, 건축 서비스, 고용 유동성), 공평한 경쟁(국유기업, 보조
금 투명도, 기술이전, 투명성) 및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CAI에서는
중국 국유기업, 강제 기술이전 및 기타 왜곡조치 금지,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EU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환경과 기후 문제에 있어 파
리협정(Paris Agreement) 준수, 강제 노동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86)
285) European Parliament(2020), “LEGISLATIVE TRAIN 10,” www.europarl.europa.eu/legisla
tive-train/api/stages/report/current/theme/a-balanced-and-progressive-trade-policy
-to-harness-globalisation/file/eu-china-investment-agreement(검색일: 2021. 1. 20).
286) EU-China Leaders’ meeting: Delivering results by standing firm on EU interests and
values,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47718/press-release.pdf(검색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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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제도 도입 필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287)에 맞추어 우리
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이어 EU는 2020년 4월 10일
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사전심사(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DI)
제도를 도입하여 핵심인프라, 핵심기술 및 이중용도 기술, 핵심요소, 민감정보,
미디어, 기타 EU 관심 프로젝트(Horizon 2020 또는 Galileo 등)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선진 경제권에서 별도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 역시 외국인투자제도 개혁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 안
전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기술과 일반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
률을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에 따른 기술 유출을 점검하는 시스템은 구
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 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
한 외국인투자(M&A 포함) 등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부터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88)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
다. 그러나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 및 보호조치, 심의기관인 산업기술보호위원
회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이 미비하다.
미ㆍ중 마찰 시대에 주요 선진국에 대한 투자 규제로 한국의 기술기업에 대
한 중국의 관심과 투자가 증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
이 크다. 이에 대비하여 외국인투자 심사 과정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
토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

1. 10).
287)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투자 규제 움직임은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남아
공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UNCTAD(2020), pp. 98-99, https://unctad.org/en/Publi
cationsLibrary/wir2020_en.pdf(검색일: 2021. 1. 10).
28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기술보호법)｣, 법률 제16476호(2019. 8. 20
일부 개정, 2020. 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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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산업 가치사슬 관점에서는 각 국가의 기술정보 분석체계를 갖추고, 산
업ㆍ안보 기술의 보호ㆍ육성ㆍ활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지향하며, 개별 법에 분
산된 다양한 유형의 산업기술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입법ㆍ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89)

289) 전은경(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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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미ㆍ중 마찰 쟁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미ㆍ중 마찰의 쟁점 요약
미국은 미ㆍ중 마찰을 ‘두 시스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또는 ‘거대 파워의 경쟁(great-power-competition)’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재임기간 동안 중
국은 미국으로부터 ‘극도의 경쟁(extreme competition)’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290)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에 따른 도전, 글로벌 가치사슬과 신산업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경제적 도전,
세계적 수준의 강군화 추구에 따른 군사적 도전,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영향
력 확대 등 4가지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전이 경제, 가치
관, 국가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한다고 평가한다. 미ㆍ중 마찰은 중
국의 도전(challenge)과 위협(threat)에 대한 견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역 마찰과 기술 패권경쟁을 넘어서 전략경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주권과 발전권 등 핵심이익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고 장
기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찰의 장기화ㆍ상시화가 불가피하다.

290) CBS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 “그는 매우 영리하고(very bright) 매우
터프(very tough)하지만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without “a democratic —small ‘d’ — bone in
his body)고 평가하였다. “Biden says U.S. won’t lift sanctions until Iran halts uranium
enrichment”(2021. 2. 7), https://www.cbsnews.com/news/biden-interview-iran-san
ctions-nuclear-agreement/(검색일: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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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미ㆍ중 마찰 전개 과정(2018~20년)

자료: 저자 작성.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과 위협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S&D)를 이용하여 미국과
WTO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사
이버 침범을 통해 미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산업과 기술 면에서는 전통 제조업(철강, 가전, 조선 등)에서의 절대적
인 영향력을 기반으로 핵심 하이테크 산업(드론, 5G, 반도체, AI, 사이버 공간
등)과 핵심적인 글로벌 공급사슬 및 기초 물질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산업과 기술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
재권의 도용, 천인계획 등을 통한 기술 탈취, 영업비밀, 보호 데이터 탈취가 자
행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서 ‘중
국제조 2025’,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전략 등이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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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은 경제 및 기술을 바탕으로 2049년 세계적 수준의 강군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실현을 위해 군민융합전략을 통한 불법적 미국
기술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AI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의 자리를 확보하려
한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중국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중국 중심의 국제기구 재구
축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대일로
(BRI), 디지털 경제와 5G 네트워크 구축, 남중국해 내 군사 활동 강화 등을 통
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ITU, ICAO, UNIDO, FAO)
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에 대한 도전으로서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성을 침
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산당 이념을 앞세워 정보, 언론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 시민과 기업에 대한 감시, 반체제 인사에 대한 구금 및 고문, 중국 내 외
신 기자들에 대한 업무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기업(국유기업)들은
공산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쟁점을 제도적 경쟁, 강국화
전략경쟁, 국제적 영향력 확대 경쟁, 가치관 경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제도적 경쟁 관련 쟁점으로서 중국의 불공정행위, WTO에서의 개도
국 지위, 산업보조금, 환경 현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은 1차 무역협정 체결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과 산업보조금 문제 등에 있어서는 중-EU 투자협정(CAI)에서
부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인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
장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둘째, 중국의 산업, 기술, 군사적 강국화와 관련된 전략경쟁의 쟁점으로서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전략, 네트워크 주도권 경쟁, 표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분리하려 하는 탈중국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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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에 대한 침해이며 패권주의의 전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자제하는 대신에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대응한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전략경쟁에 대한 양국 입장은 [표 5-2]에 정리하였다.

표 5-1. 미ㆍ중 마찰 현안(Ⅰ: 제도 경쟁)
분야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과 대응
- 중국의 기술발전은 과학기술 진흥 및 혁신구동
형 발전전략의 성과

- 중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강요
-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술인허가에
기술
도용 및
사어버
침투

서 미국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한 조치

- 외국인투자법 개정(강제 기술이전 금지), 지재
권법 개정
- 사이버 안전 강화 조치

- 중국기업들이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첨 ㆍ 「네트워크안전법」 시행 (2019. 1): △ 개인정
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공격적 미국 기업

보 △ 핵심 정보인프라 △ 국외 전송 인증 심

및 자산 취득

사 등 관련 법률 통합

- 민감한 정보 및 영업비밀 접근을 목적으로 ㆍ 네트워크 안전심사방법 발효(2020. 6. 1) : 정
하는 미국기업 네트워크로의 불법적인 사
이버 침투

보통신 인프라 사업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 구
매 시에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사전 심사
ㆍ 데이터안전법 추진 중(의견수렴안) : 인터넷
이용자 데이터의 해외 전송 금지

- 중국은 성숙한 국가(mature economy)임
WTO
개도국
지위

에도 불구하고 개도국(developing country)
을 주장
-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하게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과 관행
을 추진

- ‘중국 개조 실패’의 황당무계한 주장
- 상호존중, 평등 상대, 구존동이(求存同異, 이견
이 있을 경우 일단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부터
협력) 필요
- 중국은 제한적인 S&D 대우를 받고 있음.

-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산업보조금으로 인
산업

해 야기되는 미국산업의 피해

- WTO 반보조금, 발전 보조금 조치 협정 준수

보조금 - WTO 보조금 협정 제25조(보조금 통보 의 - 국제적 허용 범위의 보조금 지급
무) 불성실 이행 등
- 중국은 세계 최대 환경 가스 배출; 중국은
세계 최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배출원(연
350만 톤 배출)
환경

- 2030년 탄소배출 최대치 도달, 2060년 탄소
중립화

- 모호한 배출가스 감축 계획
- 중국기업의 coal-fired power plants 수출
- 2050년 탄소 제로 배출계획 발표

(제로 배출) 실현 목표 제시(시진핑, 2020. 9.
23)

-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국과 협혁(민주당 강령)
자료: 본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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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미ㆍ중 마찰 현안(Ⅱ: 강국화 전략 견제)
분야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 정부 주도의 ‘테크놀로지 드라이브’ 정책: 중국제조
2025, 중장기과학기술반전계획(2006~2020), 전략 - 중국 핵심이익의 하나인 발전권에 대한
적 신흥산업

침해로 인식하고 강경 대응

- 공산당이 로봇, 생명과학, AI 등 첨단산업에서 전 세 - 기술이전 강제조항 삭제, 지재권법
중국

계 90%를 컨트롤 하려는 전략

개정

제조 - ‘중국제조 2025’ 전략하의 불공정 행위: 미국기술 탈 - 중국판 Entity List 규제, ｢수출관제법｣
2025

취, 과잉유발, 산업보조금, 강제 기술이전, 차별적 기

제정: 대중국 수출 통제 남용 국가와 기

술표준, 정부 지원하의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 및 자산

업에 대해 보복조치 발동 가능

인수 목적의 해외투자, 외자기업 진입 제한(USTR의 - ‘중국제조 2025’를 삭제하고, 전략성
301조 조사 보고서)

신흥산업 강화로 대응(14.5 규획)

- 군사 및 안보 위협
- 중국 군사굴기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글로벌 상업 및 공급체인에 복합적 도전
- 군민융합전략(MCF: Military-Civil Fusion)을 통해
PLA가 자유롭게 민간(SOE, 민영기업, 연구소, 대학)
군민

의 선진기술 이용

융합 - 불투명한 MCF 연계로 미국 및 동맹국의 dual-use기
술이 중국 군사 개발로 유입; CCP의 국내 반대파 탄
압, 외국 위협 능력 강화
- 중국 군 기업 지정(35개) 및 동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 군민융합전략에 대한 중상모략이며,
국가안전을 이유로 하는 중국 특정 기
업에 대한 압박(중국 외교부)
-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대부분 민간 물품
과 군수물자 생산
- (소극적 대응)14.5 규획에서 군민융합
전략 제외 대응

의 투자 제한 행정명령
- 5G, 디지털 인프라 구축 추진 : 화웨이 및 ZTE 보조금
지급, 5G 벤더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성, ‘Smart city’
수출을 통해 CCP에 정보 제공; 사이버공간에서의 우
청결
네트
워크

위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 중국의 불공정한 사이버법(data localizaion)을 통한 - 미국의 Clean Network Program은
글로벌 정보 및 통신 지배 추구
- CCP로의 정보 제공: 중국기업(Huawei, ZTE)의 해외
활동에서 중국의 안보를 위한 서비스 협력 강요와 그
로 인한 중국 벤더의 정비와 서비스 사용에 따른 안보
불확실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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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 패권 행위

표 5-2. 계속
분야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 Clean Network Program으로 중국기업 배제
ㆍ 중국통신사의 미국 통신 네트워크 연결 금지, 중국
청결

앱 사용 금지, 중국 클라우드 사용 금지, 해저 케이

네트

블 금지 등 6 Clean

워크 - 대만(공식 참여 결정), 정보동맹 5개국(영국, 호주, 뉴
질랜드, 캐나다, 미국), 프라하 제안 참여 국가(한국,

- 다자주의, 공평주의, 안전 발전의
Global Initiative on Data Security
제기
- BRICS 등 중진국, 일대일로 참여 국가

일본, 이스라엘, EU 등 30여 개국)
- 중국이 표준수용자(Standards taker)에서 표준제정
자(Standards maker)로 탈바꿈 기도
- 중국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표준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
중국 - 인민해방군의 무기 개발 기초로 사용
표준 - 일대일로를 통해 주요한 기술 분야에서 중국 산업표
2035

준 활용 확대
- 동맹/파트너와 협력하여 차별적 산업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중국표준이 국제표준을 따르는 비중도 2010년
35%에서 2019년에는 24%로 낮아짐(USCBC)

- ‘중국표준 2035’ 전략 시행 예고(2018.
3): 5G, AI분야의 국제표준 선점
* 중국공정원: 5G, IoT, 클라우드 컴퓨
팅, 빅데이터, AI등 중국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 연계
- 국가표준화발전전략연구 프로그램 개
시(2020.1) 및 ‘2020년 국가표준화 작
업의 주요 내용’ 발표(2020. 3)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
터, 5G, 인공지능(AI) 표준 개발 중점

자료: 본문 정리.

셋째,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는 국제기구, 일대일로를 통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은 일대일로
에 대한 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와 인
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민주화, 대만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자유 문제 및 강
제수용, 종교 자유, 언론 자유 등 가치관을 둘러싼 경쟁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영토 주권, 내정간섭, ‘하나의 중국’ 수호의 입장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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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미ㆍ중 마찰 현안(Ⅲ: 기타 경쟁)
분야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 정부 주도의 보호주의 정책
- 중국 정치제도 및 전략 의도 왜곡
- 비시장경제 구조,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적 무역
-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나
시스템 과 투자 접근
온 정책 추진
- 대량의 공급과잉에 따른 글로벌 가격왜곡
- 다자주의(중국)와 일방주의(미국)의 충돌
- 정치개혁의 퇴보와 시진핑의 장기집권화 시도
① 1984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준수
ㆍ홍콩의 고도의 자치, 법에 의한 지배, 자유민주
보장을 통해 홍콩이 성공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금융의 허브로 남기 기대
② 시진핑의 홍콩 자치 파괴를 반대하며, 홍콩 시 -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2020. 8. 30)
민의 민주권(democratic rights)을 지지(민주당) - 국가 주권의 문제이며, 내정간섭으로 간주
HK문제
ㆍ 홍콩인권 및 민주화법을 강력 시행하여 홍콩 자 하여 강경한 대응 입장 유지
치를 약화시키는 정부인사, 금융기관, 기업 및 - 실질적인 경제적 대응 수단은 보이지 않음
개인 제재
- 홍콩자치법안 서명(2020. 7. 15)
- 홍콩에 대한 특별 경제대우 중지 명령
- 중국 개인 및 실체에 대한 제재
- 타이베이법안(TAIPEI) 제정(2020. 3. 26)
ㆍ 미국ㆍ타이완 간 무역ㆍ경제 관계 심화, 타이 - 대만 문제는 미중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
완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타이완의 국제관계 고 민감한 문제, ‘하나의 중국’과 미중 3개
연합성명은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초(政治
강화 지원
- 대대만 무기판매 확대(2019년 100억 달러, 基础)
- 대만과의 모든 형식의 정부(관방) 접촉과 왕
2020년 132억 달러)
래를 중지하고, 미국과 대만의 실질적 관계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향정책 연계
- 미 민주당 경선강령(2020 Democratic Party 를 증진시키려는 행위 중지 촉구(2020. 8.
Platform)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삭제(2020. 10, 외교부)
- 6항 보증은 미중 3개 공동선언 위반, 대만
8. 17~ 2020. 8. 20)
- 대만은 미국의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2020. 8. 영토는 중국의 핵심이익, 미대만 간 실질관
31): 대만 문제 관련 중국과 6가지 NO 협의(6항 계 격상 중지 촉구(2020. 9. 1, 외교부)
대만
보증, 국무부차관 스틸웰)
①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미중
공동선언에 기초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대
만과의 비공식적 관계(unofficial relations) 지속
ㆍ양안 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며, 대만이 자기
방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요구
ㆍ레이건 대통령 메모렌덤(1982)에 따라 “PRC의
압력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질과 양 유
지.” 2019년 100억 달러 무기 판매
② ‘하나의 중국’ 삭제
ㆍ｢대만관계법｣ 유지 및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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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분야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 UN사무총장에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인 주권 행사에 대한 항의 서한 발송(2020. 6. 2)
- 미국은 관련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해양권리 주
장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남중국해에서 중재
결정이 중국과 필리핀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구
속력을 가짐(2020. 7. 13)
- 미 상무부, 24개 중국기업(남중국해 내 건설 참
여) Entity List 발표(2020. 8. 24)
남
중국해

①ㆍ항해의 자유(FON) 프로그램에 의거 남중국해
에서 훈련 지속
ㆍ동 지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중국의

- 영토 주권의 문제
- 남사군도는 중국의 영토이며, 군사화가 아
니라 영토 방위를 위한 시설

공격에 대해 U.S. Conventional Arms
Transfer(CAT) Policy로 대응
ㆍIndo-Pacific Strategy Report, whole-ofgovernment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region 추진
②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자유 중시 및 중국의 군사
적 위협 반대
- 일대일로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통한
경제, 군사, 안보 위협
- 태평양시대 미국의 ‘Pacific Power’ 구축
* Indo-Pacific Strategy Report,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2019. 11)
아태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지역

* Indo-Pacific Business Forum(IPBF, 2019~) ;

경쟁

BDN (고품질 인프라, 1조 달러); ENERGY
(Asia EDGE); Digital Partnership Program;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 신남방, 신남향, 인도, 일본, 호주, ASEAN 연계
* TPP(2017년 탈퇴) / CPTPP
* 협력 파트너 : 일본, 호주, 인도, ASEAN, 한국,
대만

-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
드 비전과 행동(2013. 5) → 인류운명공동체
* BRI 정상 및 국제 포럼(격년); 주요 지역별
협력 플랫폼; 국가 전략연계 MOU(125개
국가 및 국제기구); 인프라(항구, 도로 전
략),해외산업단지 건설, 변경경제협력구;
디지털실크로드(信息丝绸之路) 건설
* AIIB 설립
* 인문유대강화, 공자학원, 유학생 지원
* 6대 경제회랑 건설 + 1 (동북아경제회랑)
* RCEP 거명(2020. 11. 15), CPTTP 가입
추진
* 제3국 공동진출(1+1+1>3 원칙) :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일본
- 국제적 질서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기도
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자료: 본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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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ㆍ중 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가. 미ㆍ중 마찰 대응 원칙과 전략 정립 필요성
미ㆍ중 마찰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경시하는 것도 경
계되어야 한다. 미ㆍ중 마찰이 야기할 리스크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기회가 무
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대응전략이 필
요하다.
첫째, 새로운 전략 수립에 앞서 미ㆍ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본 대응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은 ①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② 공정한 시
장경제 원칙 ③ 보편적 가치 존중 ④ 다자주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특히 미
국과 중국의 주장 중 어느 주장이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에 기반하고 있
는가라는 원칙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공평하고 자유로운
다자무역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의미 차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판단할 일과 기타 경제주체(기업, 소비자 등)가 판단할 일을 분
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웨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정부가 입
장을 정립하기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미 상무부가 구체적 제재조치를 만들면서 결국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를 포함해서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화웨이 제재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바
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참여에 대응하는 중국의
압박 방식은 해당기업을 Entity List로 지정하여 중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
식이 될 수도 있으며, 사드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공식적인 형태의 한국
기업과 한국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급변하는 미ㆍ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
는 안보는 한미 동맹에 입각해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
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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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ㆍ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러한 구도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 외에도 미ㆍ중 마
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
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극중전략(克中戰略), 중국의 변화와 성장에 편승하여 중
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중국편승전략(中國便乘戰略), 미국과 중국의 경쟁
과 갈등관계 악화에 대비하여 EU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서방전략 등 다양
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EP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는 현재의 ‘안미경중’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더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넷째, 다만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 위
험론, 중국 위협론에 지나치게 함몰되면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기회론, 중국 부상론 등 중국을 핑크빛으로만 보아서 편승전략에 함
몰되면 중국의 전략적 도전을 간과할 수 있다. 특히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가치
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만, 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가 저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코로나19와 미ㆍ중 마찰은 물론 중국
의 경제체질 변화, 특히 기술면에서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중국
은 미국의 기술 분야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선택하고 있다.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안보동맹
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으로 중
국이 협력자에서 경쟁자로 빠르게 전환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ㆍ중 경제관
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상
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도 변화할 가능성
도 있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
는 단계까지 도달하기에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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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에서 현상유지 정책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기
존의 전략적 기조를 수정ㆍ보완해갈 필요가 있다.

나.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 정립 필요성
미ㆍ중 마찰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기본 입장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미ㆍ중 마찰의 현안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 역시 갈등 과정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을 경우 사
안별로 원칙과 대응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첫째, 자유무역이라는 기본 원칙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과 시장
개방을 위한 현안에서는 미국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 지재권 보호 조치, 강제
기술이전 조치, 국유기업, 산업보조금 문제, 자본시장 개방, 환율제도 개혁 문
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환경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첨단산업 및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입장도 정립할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 한ㆍ중 경제관계는 보완적인 협력자 관계가 강했으나, 점차 경쟁
자 관계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립자강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
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대등 또는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
술적 디커플링을 위한 중국과의 교류 중단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 반대하
는 입장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중국이 역점을 두
어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강국 전략, 중국제조 2025, 과학기술강국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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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전략은 우리가 경계하고 대비해야 하는 전략으로 평가되
었다.
셋째, 기술패권 경쟁, 네트워크 경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칙에 따
라 기업 또는 소비자 등 시장주체의 결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청결네
트워크와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응, 지역 영향력
확대 경쟁 현안 있어서는 일방의 편에 서기보다는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동
시에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 독점과 지역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
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WTO의 중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부여 문제, 국유기업(SOE), 산업보
조금 문제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WTO 체제 개혁은 사실
상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관심사에 선진국이
공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 국유기업, 산업보조금
등 미ㆍ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의 기본 입
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291) 참고로 국내 전문가의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문
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민주, 인권, 강제노동 문제 등 기본적인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홍콩 민주화와 인권 문제, 대만의 국제기
구 가입, 남중국해의 자유 항해권 문제,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문제, 종교 자유
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미국의 동참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국가주권, 영토주권, 내정간섭, ‘하나의 중국’
원칙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91) 서진교(2020),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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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미ㆍ중 마찰 과정에서 선택 압박 가능 현안과 대응 방향
구분
(1) 시스템 경쟁 (당-국가 체제)
당-국가체제 제재(반대)
이데올로기 경쟁 (시장경제, 사회주의 경쟁)
(2) Clean Network과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美) Clean Network 참여
(中)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참여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중단
對화웨이 부품(반도체) 공급 중단
대중국 기술 협력 규제(AI 등 첨단산업)
중국 APPs 사용 중단
(3) 안보(Security)를 위한 대중국 첨단제품 수출 규제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에 대한 대응
국가안보(security)를 근거로 한 중국의 투자 규제
(4) 표준 협력 : 중국표준 2035
첨단산업에서 중국 표준화 동참
6G 기술 및 표준 협력
중국의 데이터 표준 제정 및 사용
(5)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제3국 협력
BRI와 신남방전략 연계 강화
Indo-pacific과 신남방전략 연계 강화
(6) GVC와 지역경제통합
미국의 탈중국화 압박 동참
새로운 동아시아 GVC 형성 동참
RCEP, CJK 타결
CPTPP 가입
한ㆍ중 FTA
(7) WTO 개혁 문제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
중국 SOE 개혁 및 규제 강화
중국 산업보조금 개혁, 투명성 압력
(8) 중국과의 금융 자본시장 협력
위안화 국제화 협력
위안화 디지털 화폐 협력
위안화 환율 압박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자본항목 자유태환)
(9) 비경제적 이슈 : ‘하나의 중국’ 원칙(준수)
대만 문제, 국제기구 가입
홍콩 국가안보법 문제(대홍콩 및 대중국 규제)
남중국해 자유 항해 자유권 문제
인권, 종교의 자유 문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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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중국편승전략
신서방전략

적용 원칙
보편적 가치

안미경중

시장원칙

중국편승전략

피해 최소화
다자주의

안미경중
극중전략
신서방전략

국가 안전 보호

극중전략

다자주의

중국편승전략

시장원칙

중국편승전략
신서방정책
극중전략

극중전략
중국편승전략

극중전략
신서방전략

신서방전략
극중전략
중국편승전략

신서방정책
안미경중
중국편승전략

국익우선
다자주의

다자주의
보편적 원칙
(개방, 자유무역)

보편적 원칙(공평무역)

시장원칙
보편원칙(공평무역)

보편 가치 존중
다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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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Major Issues of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New Direction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Pyoung Seob Yang and Jiwon Choi

As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this poses a huge
burden on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China.
Under these circumstances,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whether
Korea can continue its strategy of aligning with the United States on
security issues and with China in the economic sector. This study seeks
to clarify what the main issues of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and what positions and principles Korea should adhere to
concerning each issue.
The U.S.-China friction can be seen as arising from the clash between
the U.S.’ vision of “America First” and the “China dream.” Xi Jinping’s
leadership, which was launched in 2012, presented China’s dream of
transitioning from an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o a great power.
The U.S. administration recognizes this dream as a threat and challenge
to the U.S. and is pressuring China. China perceives this pressure
applied by the U.S. as an attempt to undermine its key interests and
responds accordingly. The Trump administration defined the situation
as a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ystems and
declared a “competitive approach” to China in a report title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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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leased in May
2020. In another report, “The Elements of the Chinese Challenge,”
releas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 November 2020, the U.S.
and the world are described as facing a new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caus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 U.S. congressional
report released in December 2020 also described this as 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U.S.
pressure, China recognize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s
a challenge to its development rights and declared a long-term war,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t has
adopted a “dual circulation” strategy that puts large-scale domestic
circulation first as the basic direction of long-term response and
mutually driv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lation.
In this study, the issues between the U.S. and China were divided into
regulation of unfair practices on the part of China, China’s strategy to
become a “strong country” with world-class forces amid the U.S.-China
technology decoupling,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ver
ideology and values. First is the conflict over subsid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veloping country status, cyber security, and environmental
issues raised by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issue is China's strategy
to become a strong country and decouple from U.S. technology, leading
to the China Manufacturing 2025 initiative, Military-Civil Fusion (MCF)
strategy, China Standard 2035 project and U.S.-China competition over
network security. The third issue involves U.S. efforts to check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erceiving this as a strategy to expand Chinese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U.S. recogniz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both an economic challenge for the U.S. and a security
challenge, and keeps China’s influence in check by pursuing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fourth is pressure on China based on universal
values. The U.S. is expanding its pressure on China by politicizing the
issues of its party-state system, democracy, human rights, religion,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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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China friction can be both an opportunity and a threat to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he U.S. and China. In the short
term, China will be able to provide Korea with new opportunities if
it improves external openness and transparency and takes a domesticoriented growth strategy. However, in the process of U.S. pressure on
China, Korean companies tied to the value chain will face immediate
difficulties in exporting to China. It is also im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THAAD situation” unfolding as the U.S. and China
pressure Korea to choose a stance on particular issues. In the midto-long term, should China respond by increasing its independent selfreliance in technology, this could pose a threat if China develops
domestic alternatives to Korean imports. However, if China responds
by opening up and expanding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new industries, this could be a new opportunity for Korea. If th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prolo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enter a new period of
transition, where individual events develop into a phase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begins. It will be necessary to assess the threats and
opportunities accompanying th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o prepare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Faced with pressure from the U.S. and China to choose one side,
Korea will have to establish a set of principles to apply in situations
where it proves impossible to maintain a stance of strategic ambiguity.
This study presents new directions and tasks for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era of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namely
in the areas of: adjusting Korea’s dependence relations with China,
stabilizing the value chain in preparation of the U.S.-China decoupling,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response measures to changes in
China's strategy. In particular,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of Chinese
experts in Korea explored the direction of Korea’s response to U.S. and
Chinese pressure to take one sid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China’s
strategy by comprehensively judging China’s influence on the Korean

Executive Summary • 209

economy, the future potential of the Chinese market, an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First, Korea should redefine its position on each issue
based on: the principle of securing national interest and minimizing
damage, the principle of a fair market economy, respect for universal
values, and the principle of multilateralism. Second, a new strategy is
needed amid rapidly changing U.S.-China relations. Despite th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China’s
importance as a market and the importance of the U.S. as a crucial
security ally.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ructure of aligning Korea’s
position with China in economic issues and with the U.S. on security
issues will continue, but depending on the pending issues of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rinciples and response strategies need
to be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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