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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트럼프 행정부 출범(2017. 1. 20) 이후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 FTA를 선호하
며, 최근 EU, 일본 등과 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FTA 추진 배경으로는 ① 상품수지 무역수지 적자 해소 ② 일·EU EPA, CPTPP 등 지역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불이익 해소 ③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이 지적됨.

▶ [상품]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시장에서 자국 농산품의 시장접근 개선, 자동차 교역 관련 비
관세장벽 완화 등을 중심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CPTPP 및 일본·EU EPA 발효로 인해 EU 및 호주, 뉴질랜드 농축산물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
어 일본 내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되는바, 미국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CPTPP, 일·EU EPA 관세 스케
줄을 고려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EU에 포괄적인 농업협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EU는 농
산물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함.
- [자동차] 자동차 수입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므로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련 관세·비관세장벽,
투자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임. 미국은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
의 자동차분야 추가관세를 활용해 압박할 것으로 보임.

▶ [상품 외]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서비스, 전자상거래, 투자, 국영기업(SOE),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환율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 마련을 목표로 함.
-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따라 예외를 가능한 한 좁게 설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
할 것으로 보임.
- [국영기업] 국영기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소수 지분에 의한 통제 포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
정상의 규율을 넘어서는 강력한 보조금 규정을 국영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임.
- [환율] 환율 관련 규범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미·일 및 미·EU 무역협정에도 환율 관련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은 통화정책 주권 훼손 가능성을 염려하여 반대함.

▶ [전망] 미·일 무역협상은 일본의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자동차, 농산물, 환율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
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EU 간 무역협상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여러 이슈가 남아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미·일, 미·EU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7.1

미·일, 미·EU 무역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1. 개요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2017. 1. 20) 이후 무역협상에 있어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 FTA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으
며, 트럼프 美 대통령은 2019년 6월 18일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표명하면서 TPP 탈퇴와 USMCA를 주요
성과로 꼽음.
- [TPP 탈퇴]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美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미국에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 2019년 5월27일 미일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TPP에 가입하면 자동
차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을 지적함과 함께 “미국은 TPP와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하여 TPP 재가입
의사가 없음을 밝힘1)

- [NAFTA 재협상] 2017년 8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을 개시하여 2018년 9월 30일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최종 합의함.
◦ 미국 하원의 전반적인 법안상정을 담당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동안 약속 이행장치 강화와 노동·환경 기준 개
선을 요구하며 USMCA를 더 검토하여야 한다고 비준절차를 늦춰왔으나 2019년 6월 19일 멕시코는 의회 비준을 받았
고.2), 향후 캐나다가 비준을 하게 되면 미국도 비준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개정협상] 2017년 7월 13일 미국은 한·미 FTA의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였으며,3) 3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8년 9월 24일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하였고, 2019년 1
월 1일 발효됨.4)
◦ 2018년 9월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식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개정된 한미 FTA에 대해 “통상분야의 역사적
이정표”라며 “한국과 미국이 무역에 대한 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평가함.

■ 미국 통상의제 2019에 따르면 현재 미·일, 미·EU, 미·영 무역협정이 추진 중에 있음.5)

1) 2019.5.27.일자 매일경제 “트럼프 "中 거래 원해도 美 준비 안돼…이란 체제전환 요구안해"
2) 2019년 5월 17일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를 이루자 북미
3국의 비준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이민을 막지 않으면 2019년 6월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에 대해
5% 관세를 부과하고 2019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경고하여 비준이 불투명해졌음. 2019년 6월 8일 미국과 멕시코 간
불법이민 방지협상이 합의점을 찾아(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 USMCA 비준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멕시코는 2019년 6월 19일 USMCA 참여국
중 처음으로 의회 비준을 받아 의회 비준을 앞둔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3) NAFTA 재협상은 미국 TPA에 따라 의회에 협상의사를 공식 통보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과 달리, 한·미 FTA는 TPA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통한 약식으로 미국 국내법인 한·미 FTA 이행법(US-Korea FTA Implementation Act 2011)을 재개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됨. KOTRA(2018. 10. 6),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둘러싼 미국 내 이슈 동향」,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
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0068(검색일: 2019. 6. 12).
4)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2018. 9),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참고.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
press2/bbs/bbsView.do?bbs_seq_n=160802&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검
색일: 2019. 6. 12).
5) USTR(2019. 3. 2), “2019 Trade Policy Agenda and 2018 Annual Report,” pp. 5-6,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
Trade_Policy_Agenda_and_2018_Annual_Report.pdf(검색일: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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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2019년 4월 중순 첫 협상 이후 농산물, 자동차, 환율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임.
◦ 2018년 9월 개최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조기에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에 대한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함.
◦ 아베 행정부는 일본 국내적으로 완전한 FTA가 아닌 상품무역협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6) 미국은 미국일본무역
협정(USJTA: United States-Japan Trade Agreement)으로 명명하며, 상품, SPS, 무역원활화, 원산지 규정,
TBT, 모범 규제관행, 투명성,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및 데이터 이동, 지적재산권,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절
차적 공정성, 국영기업, 경재정책, 노동, 환경, 반부패, 무역구제, 정부조달, 중소기업, 분쟁해결, 환율 등 다양
한 분야를 아우르는 협상목표를 발표함.
표 1. 미·일 무역협상 진행 일지
일자

구분

비고

2018. 9

정상회의

무역협정 협상 개시 합의

2019. 4. 15~16

장관급 협의(워싱턴)

1차 무역협상

2019. 4. 25

장관급 협의(워싱턴)

2차 무역협상

2019. 5. 21

실무급 협의(도쿄)

실무급 무역협상

2019. 5. 25

트럼프 방일, 장관급 협의(도쿄)

3차 무역협상.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서 공정무역 언급

2019. 6. 8~9

재무장관(후쿠오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맞춰 ‘환율조항’ 논의

2019. 6. 11

실무급 협의(워싱턴)

실무급 무역협상

2019. 6. 13

장관급 협의(워싱턴)

4차 무역협상. 자동차 및 농산물 관세 인하 논의

2019. 6. 28~29

정상회의(오사카)

G20 정상회의

- [미·EU] 2019년 4월 9일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EU 집행위가 미국과 산업재의 관세 철폐
에 관한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권한을 승인함.7)
◦ 미국과 EU는 본격적인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으나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따른 상호간의 보복조치8)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에 따른 분쟁 등으로 인해 무역협상 재개가 난항을 겪고 있음.

- [미·영] 브렉시트 관련 합의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미·영 무역협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4일 런던에서 미-영 양자무역에 대해 “미국과 영국 모두가 원하고 함께 성취하게 될 일”
이라고 언급하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역협정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함.9)
※ 우리나라는 2019년 6월 10일 영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 원칙적 타결을 공식선언하여,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상황이 발생해도 한국 수출품의 무관세 적용이 계속될 전망임.10)

- 본고에서는 미·일, 미·EU 협상을 중심으로 추진 배경, 주요 내용, 타결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함.
6) https://www.japantimes.co.jp/opinion/2019/04/29/commentary/japan-commentary/u-s-japan-trade-agreement-negotiations-no
w/#.XPueMOSP6cx(검색일: 2019. 6. 8).
7)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39180/st06052-en19.pdf(검색일: 2019. 4. 29).
8) 미국·EU 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 이행판결 상소심 결과 및 보복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오태현 외(2019), 「미국-EU 무역협정
협상의 주요 쟁점 분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9-19 참고.
9) World Trade Daily(2019. 6. 5).
1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 6. 10),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
2/bbs/bbsView.do?bbs_seq_n=161768&bbs_cd_n=81&currentPage=4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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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 [무역수지 적자 해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품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상품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데 무역협정을 활용
- 미국의 2018년 상품분야 무역수지 적자는 8,787억 달러로 2017년 7,962억 달러에 비해 10.4% 증가함.11)
◦ 미국의 일본산 상품 총 수입액은 1,426억 달러, 일본으로의 상품 총 수출액은 750억 달러로, 미국은 일본과의
상품무역에서 676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12)
◦ 미국의 EU산 상품의 총 수입액은 4,879억 달러, EU로의 상품 총 수출액은 3,186억 달러로, 미국은 EU와의
상품무역에서 1,693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13)

- 미국은 상품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상품분야 수지 적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 멕시코와 USMCA 협상을 타결하였고, 독일과 일본 등에 대해
서도 미·EU, 미·일 무역협정 협상 등을 통하여 무역불균형 시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미국의 상품분야 무역수지 적자 추이

그림 2. 미국의 상품분야 무역수지적자 총액 대비 비중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미국.14)

(단위: %)

자료: 미국 상무부(EU)15) 및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미국(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16)

■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른 불이익 해소]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발효되는 등 주요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연결되고 있으나, 미국은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새로운 FTA를 비준한 바 없음.

11)
12)
13)
14)
15)
16)

http://stat.kita.net/stat/istat/uts/U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19. 6. 3).
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japan(검색일: 2019. 6. 17).
https://ustr.gov/countries-regions/europe-middle-east/europe/european-union(검색일: 2019. 6. 17).
http://stat.kita.net/stat/istat/uts/U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19. 6. 3).
https://ustr.gov/countries-regions/europe-middle-east/europe/european-union(검색일: 2019. 6. 17).
http://stat.kita.net/stat/istat/uts/U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1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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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EU EPA의 발효] 2019년 2월 1일 일·EU EPA가 발효되면서 미국은 일본 및 EU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자 FTA가 필요해짐.
◦ 협정 발효로 인해 전체 교역 품목 수 기준 EU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의 99%(관세 즉시 철폐: 96%), 일본으
로 수출되는 EU 상품의 97%(관세 즉시 철폐: 86%)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함.
◦ EU로 수출되는 일본 완성차에 부과되던 10%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8년 차에 철폐, 대부분의 자동차 부
품은 즉시 무관세, 일본의 민감품목인 와인관세(15%) 즉시 철폐, 치즈(28.9%)는 16년 차에 관세철폐 및 무관
세 TRQ 신설 등17)으로 미국은 일·EU EPA에 따라 유럽시장과 일본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함.

- [CPTPP의 발효] 최근 CPTPP가 발효됨에 따라 CPTPP 회원국 시장에서 미국산 상품의 시장접근이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됨.
◦ TPP 서명(2016년 2월 4일) 이후, 미국이 탈퇴 의사를 표명(2017년 1월 23일)함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처하
였으나,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이 2017년 5월부터 TPP의 부활을 위해 발효/가입조항 등을 수정하고 일
부 조항을 동결한 CPTPP를 추진하여 2018년 3월 8일 CPTPP에 서명함.
◦ CPTPP는 서명국의 50%가 비준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됨에 따라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2018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됨(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부터 발효).
◦ 미국은 특히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의 FTA가 없어18) CPTPP의 발효로 인해 미국의 농산물, 소고기를 대신
해 캐나다, 호주산의 수입이 많아지게 될 점 등을 고려하여 미·일 양자간의 FTA를 체결하여 일본으로의 수출
시장접근을 강화하고 CPTPP 비회원국으로서의 불이익을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미·중 무역분쟁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문제뿐 아니라 강제적 기술이전, 지재권 침해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의 주도권 다툼 등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견해를
같이 하는 EU, 일본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
- 2019년 5월 23일 공동성명19)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은 제3국의 심각한 과잉공급을 초래하는 비시장
지향적인 정책 및 관행, 불공정한 경쟁조건 등이 혁신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막고 국제무역의 기능을 저
해한다고 보고, 비시장정책 관행, 강제적 기술이전 정책 및 관행,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SOE:
State-Owned and Controlled Enterprises), WTO 개혁,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에 동의함.
-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관련 규범]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중국의 과도한 덤핑, 국영기
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환율조작20)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 때문으로 보고 양자간 무역협정에 공정
한 무역을 위한 수준 높은 규범을 포함하고자 함.
17)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july/tradoc_157115.pdf(검색일: 2019. 6. 6).
18) 미국은 TPP 회원국 중 4개국(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싱가포르)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5개국(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과는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음.
19) USTR(2019. 5. 23), Joint Statement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Trad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may/joint-statement-trilateral-meeting
(검색일: 2019. 5. 24).
20) 미 피터슨 연구소(PIIE)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특정국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환율조작으로
정의함. PIIE는 노르웨이, 싱가포르, 마카오를 2018년 환율조작국으로 보았으며, 중국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최대 환율조작국이었으나
2015∼2016년 자본유출 사태에 따른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외화자산을 매각하면서 이를 뒤집었다고 지적함. Christopher G. Collins,
Joseph E. Gagnon(2019. 6. 6), “Currency Manipulation Continues to Decline” PIIE 보고서, https://www.piie.com/blogs/trade-invest
ment-policy-watch/currency-manipulation-continues-decline(검색일: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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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중 간 교역 추이

그림 3. 위안화의 달러대비 환율
(2014. 6. 21~ 2019. 6. 21)

(단위: 억 달러)

미→중

중→미

2014년

1,240

4,667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3,426

2015년

1,162

4,819

-3,657

2016년

1,158

4,628

-3,470

2017년

1,304

5,056

-3,752

2018년

1,203

5,395

-4,192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미국.21)

자료: FRED.22)

◦ 미국의 對중국 상품수지 적자는 2018년 기준 4,192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
하고 미국의 대중국 상품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이 중점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유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철강, 석탄 등 원자
재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값싼 중국산 상품의 수출 급증으로 타국 산업에 피해를 준
다고 주장하며, 덤핑 계산 시 중국의 비시장경제 간주 이슈,23)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에 의한 왜곡 등
에 있어 미국은 EU, 일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음.
※ 중국은 2016년 12월 EU가 덤핑에 있어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대우하는 데 대해 WTO에 제소(DS516)하였
으며,24) Reuter에 따르면 중국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25) 2019년 5월 23일 중국은 패널의 업무 정
지26)를 요청하여 6월 14일 패널은 업무 중지를 결정함(DS516/13).
◦ 미국, EU, 일본은 국영기업·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WTO 개혁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다자주의 무역 협상의 비효
율성과 WTO에서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영향이 커지면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음에 따라 우선 양자간 무역협
정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마련하여 신무역질서를 선도하고자 함.

- [기술 패권경쟁에서의 동맹 강화]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중국이 미국의 주도권을 위협하는 것을
염려하며 중국의 기술 탈취, 강제 기술이전 및 지재권 침해문제를 지적하며 투자제한27), 관세 부과 및 최
근의 화웨이 제재 등으로 중국을 견제함. 중국에 대한 실효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EU 및 일본의 협력을
바라고 있음.
21) http://stat.kita.net/stat/istat/uts/U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19. 6. 3).
22) https://fred.stlouisfed.org/series/DEXCHUS(검색일: 2019. 6. 26).
23)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승인 조건으로 15년간 무역상대국들이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2016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시장경제국 지위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중국은 15년의 기간 도과 후 WTO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국과 EU 등은 중국이 중국정부의 통제하에 작동되고 있어 아직까지 비시장경제로 보아야
한다고 봄. 강민지(2018),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04 참고.
24)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쟁(DS515)을 제기하여 협의 중임.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15_e.htm
(검색일: 2019. 6. 18).
25) Reuters(2019. 6. 17), “China pulls WTO suit over claim to be a market economy,”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hina-wto-eu/c
hina-pulls-wto-suit-over-claim-to-be-a-market-economy-idUSKCN1TI10A(검색일: 2019. 6. 18).
26) DSU 제12.12조에 따라 패널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단, 절차가 1년
이내에 재개되지 않으면 패널 설치의 권한은 소멸됨.
27)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 캐피탈 인수, 중국 투자회사의 반도체 장비업체 엑세라 인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등이 국가안보를 우려한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됨.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외국 자본의 미국기업 인수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원회
(CFIUS)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여 중국자본의 미국기업인수가 어렵도록 함. 관련하여 신꽃비 외(2018),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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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5년 5월 10대 핵심산업 분야28)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산업고도화 전략 ‘중국제조 2025’
를 발표하여 고부가가치형 혁신산업 위주의 산업육성 정책을 도모해왔는데, 미국은 중국의 IT굴기, 우주굴기,
군사굴기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 위협을 경계해왔음. 미국은 중국의 기술 탈취, 강제 기술이전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1974년 통상법 301조 관세 부과29)등을 통해 중국의 행
동 변화를 촉구해왔음.30)
◦ 2019년 5월 23일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은 강제적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범 마련, 집행,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심사, 수출 통제 등에 있어 협력하기로 함.31)
※ 2019년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IT 안보 행정명령32)에 서명하고,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백도어33)를 설치하여 중국정부 지시에 따라 기밀을 탈취할 수 있다는 이유
로 화웨이 및 관련 업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기업뿐 아니라 동맹국 기업에도 反화웨이 전선
에 참여를 종용함(6월 29일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큰 문제가 없는 장비’에 한해 화웨
이가 미국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힘).
※ 2018년 6월 1일 EU는 중국의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함.34)
※ 한편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외국인투자법」을 발표함. 「외국인투자법」은 기존의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
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35)

28) 10대 핵심산업은 ① 차세대 IT기술 ②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기술 ③ 항공우주장비 ④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⑤ 선진 교통설비 ⑥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⑦ 전력설비 ⑧ 농업기계장비 ⑨ 신소재 ⑩ 바이오의약품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임.
29) 2018년 미국은 중국에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과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검토하였으나, 2019년 6월 29일 정상회담 이후 3,250억
규모의 추가관세 부과는 해제되었고 기존의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담은 유지함.

표 3. 미·중 간 관세 부과 현황

2018년 7월 6일
2018년 8월 23일
2018년 9월 24일
2019년 5월 10일

고관세 부과 수입품 규모 및 추가 관세율
미국
중국
340억 달러(818개 품목) 25%
340억 달러(545개 품목) 25%
160억 달러(279개 품목) 25%
160억 달러(114개 품목) 25%
2,000억 달러(5,745개 품목) 10%
600억 달러(5,140개 품목) 5~10%
2018년 9월 24일 동일 품목 관세율 인상
2,000억 달러(5,745 품목) 25%

2019년 6월 1일

-

2019년 6월

3,250억 달러 25%(추가 부과 예정 취소)

2018년 9월 24일 동일 품목 관세율 인상
600억 달러(5,140개 품목) 5~25%

30) 이에 중국은 지재권 탈취국가라는 미국 측 공세에 맞서 외상투자법과 특허법 개정안 등 외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수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5월 26일 선창위 국가지식산권국장은 산업 디자인 권리 보호 관련 ‘공업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협의 중임을 밝힘. 『아주경제』(2019. 5. 26), 「中, 디자인 보호 글로벌 협정 가입 추진…"지재권 탈취 안해"」.
31) World Trade Online(2019. 6. 7), “U.S., EU, Japan commit to address WTO subsidy rules, tech transfer,” https://insidetrade.com/inside-u
s-trade/us-eu-japan-commit-address-wto-subsidy-rules-tech-transfer(검색일: 2019. 6. 24).
32) White house(2019. 5. 15), “Message to the Congress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message-congress-securing-information-communications-tec
hnology-services-supply-chain/.
33) 백도어(backdoor)란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몰래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파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보안 취약점에
대한 통칭으로, 해커는 백도어가 설치된 기기의 거의 모든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해 정보를 절취할 수 있으며, 국가간 스파이 활동이나 개인
금융정보 절취를 통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
34) EU는 중국이 외국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치가 TRIPs 협정 및 GATT, 중국의 가입의정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8년
6월 1일 제소하였음. 2018년 12월 20일 EU는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개정협의(revised consultations)를 요청함. 2019년 1월 18일
미국, 일본은 개정협의에 참여를 요청함.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9_e.htm(검색일: 2019. 6. 24).
35) 자세한 내용은 박민숙 외(2019),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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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쟁점
가. 상품
■ 미국은 주요 수출품인 미국산 농산품의 시장접근을 강화하고,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와 관련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미국 자국 내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며, 산업재의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꾀할 것으로 보임.

1) 농축산물 교역
■ [미·일]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옥수수 등의 곡물 및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36) CPTPP 및
일본·EU EPA 발효로 인해 EU 및 호주, 뉴질랜드 농축산물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어 일본 내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되는바, 다른 협정의 관세 스케줄을 고려하여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임.
- [관세철폐] CPTPP(2018. 12. 30), 일·EU EPA(2019. 2. 1) 발효로 인해 일본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미국상품의 일본시장 점유율 하락은 더 심각해
질 전망으로, 미국정부는 농업단체로부터 농산물 무역협상 조기 타결을 압박받고 있음.
◦ 예로 일본으로의 EU산 및 CPTPP 회원국산 쇠고기 관세율은 발효 1년 차 27.5%부터 시작하여(2019년 4월부터37) 발
효 2년 차 26.6% 적용) 발효 16년 차에는 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TPP에서 탈퇴한 미국의 소고기는 MFN
관세율인 38.5%가 부과되며 현행 세이프가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50% 관세가 부과됨.38)
◦ 2018년 1~2월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점유율은 39%로 2018년 평균 41%에 비해 낮아졌으며 日 재무성이 발
표한 2월 돼지고기 수입실적에서 미국산은 14% 감소한 반면 유럽산은 54% 증가함.39)
◦ 일·EU EPA를 통해 일본이 EU산 농림수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율은 82% 내외, TPP는 82.3%로, 미국은
같은 관세 스케줄로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발효가 늦어 계속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TPP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만약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2020년 4월부터 발효된다면 바로 TPP 3년 차(쇠고기:
25.8%)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을 고려 중40)

- [비관세 장벽] 미국은 교역국의 농산물시장 접근 확보를 위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 관세쿼터 제한 등 농축산물 시장
왜곡 관행 철폐를 목표로 함. 미국의 식품 및 농산품 수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즉시 철폐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과
학에 기초한 SPS 조치가 발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력 있는 규범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은 CPTPP 발효로 수입검사, 동등성, 지역화, 인증, 빠른 분쟁 해결절차 등 집행력 있고 수입국의 의무를 강
화한 SPS 규범 준수를 약속한바, 이와 유사한 SPS 규정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36) 예로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18년 미국산 소고기의 일본 수출은 21억 달러이며, 일본에 대한 소고기 수출은 전체 미국 소고기 수출의
25%로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7) 일본은 4월 1일을 회계연도 첫날로 봄.
38) 세이프 가드는 매년 4월부터 분기별 누계 수입량이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경우 발동 가능.
39) KOTRA(2019. 4. 4), 「CPTPP 발효 3개월 만에 일본에 나타난 변화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
ataView.do?setIdx=244&dataIdx=174183(검색일: 2019. 6. 12).
40) JapanTimes(2019. 6. 13), “In trade talks, Japan considers proposal to cut U.S. farm tariffs immediately to TPP levels,” https://www.japant
imes.co.jp/news/2019/06/13/business/trade-talks-japan-considers-proposal-cut-u-s-farm-tariffs-immediately-tpp-levels/
#.XQigx-SP6cx(검색일: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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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19년 5월 17일 일본시장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적인 수입을 승인하였음(일본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2003년부터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제한해왔었음).41)
◦ 미국은 특히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서 일본 국영기업 등으로부터의 교차 보조, 가격차별, 저가판매(price
undercutting) 등 불공정하거나 무역 왜곡적인 활동 종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미·EU] 미국은 EU에 포괄적인 농업협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EU는 농산물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함.
- 미국의 협회 등 민간 분야에서는 농산물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관세할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농업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국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농산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EU는 농축산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고 식품 표준을 유지하고자 농산물이 포함된 무역협상을 허용하
지 않을 방침임.42)
◦ 2019년 4월 9일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EU 집행위의 협상 영역에는 농산물에 대한 협상은 포함되지 않았음.43)

- 향후 미국의 끈질긴 요구로 농산물을 무역협상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농업 무역장벽에 대한 양측
의 입장 차가 커서 타결에 이르기 쉽지 않을 전망임.
◦ 미국은 EU산 농산물에 대해 보조금 및 수입쿼터 폐지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
부 EU 회원국은 반대를 표명함.
◦ 미국은 EU가 농업 바이오기술을 통해 개발된 상품에 대한 신속한 승인, GMO 라벨링, GMO 유통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음.44)
※ 2018년 7월 25일 미·EU 공동성명에서 대두(soybean) 교역 증진 및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 미국 대두의 대부분은 GMO 식품으로, 미국은 미국산 대두 수출에 있어서의 무역장벽으
로 EU의 바이오기술 승인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해왔었음.
※ 2019년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저위험 GMO 농산물 규제 간소화 및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
된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명령45)에 서명하였으며, 과거 미국은 EC-Biotech
Products(DS291) 분쟁에서 EC의 GMO 상품 승인의 사실상 중단(de facto moratorium)과 일부 국가의
특정 GMO 상품에 대해 수입 및 시판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SPS 협정 위반으로 보고 WTO 제소
를 제기한 바 있음.46) 최근 USTR NTE보고서(2019. 3. 31)에서도 EU의 GMO 식품 승인절차 지연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함.47)
41) World Trade Online(2019. 5. 17), “U.S. beef producers gain full access to Japanese market,” https://insidetrade.com/trade/us-beef-pro
ducers-gain-full-access-japanese-market(검색일: 2019. 6. 18).
42) Fortune(2019. 5. 7), “Why the New U.S.-EU Trade Talks May Be Doomed Before They Even Start,” http://fortune.com/
2019/05/07/us-eu-trade-talks-agriculture/(검색일: 2019. 6. 18).
43) Reuters(2019. 4. 15), “EU says it is ready to launch U.S. trade talks, but without agriculture,” http://www.reuters.com/artide/us-usatrade-eu/eu-says-it-is-ready-to-launch-u-s-trade-talks-but-without-agriculture-idUSKCN1RR0OZ(검색일: 2019. 6. 18).
44) EU의 GMO 규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태현 외(2019), 「미국-EU 무역협정 협상의 주요 쟁점 분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9-19
참고.
45) 제8조에서는 120일 내에 해외 농산물 수출시장 개방 및 유지를 위한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국제적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아웃리치 전략을 개발할 것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120일 내에 부당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국제전략을 개발할 것을 규정함.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Moderniz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http://www.whitehouse. gov/president
ial-actions/executive-order-modernizing-regulatory-framework-agricultural-biotechnology-products/(검색일: 2019. 6. 18).
46) 패널은 EC의 GMO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중단은 SPS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 관련 협정 위반을 부정하였으며, 부당한 지연에 따른 투명성
의무 위반만을 판시함. 패널심에서 GMO 제품의 안전성이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에 따른 GMO 제품과 일반 제품의 동종성(likeness) 판단
등은 결여하여, GMO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WTO 협정 위반에 해당되는지는 모호한 상태임.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는 생물 다양성과 인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GMO 수입에 있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EC-Biotech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민지(2016),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KIEP 연구자료 16-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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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교역
■ [미·일]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중 상당부분을 차지48)하는 자동차 무역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를 마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제한] 일부 일본 언론은 미국이 무역협상 시 자동차 수량 규제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아직은
이러한 요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비관세 장벽]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일·EU EPA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자
동차 환경기준 등에 대한 합의로 일본 자동차 시장으로의 접근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USTR NTE 보고서(2019. 3. 31)에 따르면 일본의 자동차 시장은 일본의 독특한 표준과 검사 및 제도 도입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을 포함하여 불충분한 투명성, 유통 및 서비스 네트워크 발전의 방해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시장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49)
※ 일본은 일·EU EPA를 통해 EU로 수출되는 일본 완성차에 부과되던 10% 관세가 8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
고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데, 그 대가로 상당수의 자국 내 자동차 관련 비관
세 장벽 철폐를 약속하고 국제표준을 승인함으로써 대일본 수출 비용절감이 기대됨.50)

- [미국 내 생산 유도]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2019. 5. 25)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현지에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USMCA에서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상 미국에 유리한 규정51)이 포함되었듯이 미국에서의 생산을 장려하는 방식
으로 원산지 규정이 마련될 수 있음.

■ [미·EU] 미국과 EU는 2018년 7월 25일 공동성명에서 ‘자동차 외 산업재’(non-auto industrialized goods)’에
대한 관세 철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발표하였으나 EU는 자동차 분야 포함을 제안한 바 있음.
- EU의 승용차 관세는 10%, 트럭 관세는 10~22%이며, 미국의 승용차 관세는 2.5%, 트럭 관세는 25%임.
- 세실리아 말스트롬(Malmströ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철폐
한다면 EU도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무관세로 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음.52)

47) USTR(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186,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National_Tra
de_Estimate_Report.pdf(검색일: 2019. 6. 10).
48) 2018년 기준 미국의 대일본 무역수지적자는 676억 달러이며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은 484억 달러에 달함.
49)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National_Trade_Estimate_Report.pdf.(검색일: 2019. 6. 7).
50)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july/tradoc_157115.pdf.(검색일: 2019. 6. 7).
51) USMCA 원산지 규정에는 자동차 역내가치비율(RVC)을 3년에 걸쳐 기존 NAFTA의 62.5%에서 75%까지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의 생산품이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시간당 16 US 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하는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해야하는 노동가치비율(LVC, Labor Value Content)이 포함됨. 자세한 내용은 조문희 외(2018),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6 참고.
52) Global Trade(2018. 9. 21), “US Should Accept Eu’s Offer to Remove Auto Tariffs,” http://www.globaltrademag.com/eu-trade/us-shoul
d-accept-eus-offer-to-remove-auto-tariffs/(검색일: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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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조 적용] 미 백악관은 2019년 5월 17일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적용을 통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것을 공식 발표한 상태로,53) 향후 미·일, 미·EU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를 이유로 최대 25% 관세 부과를 통해 EU와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완성차 수입관세는 2.5%이며, TPP에서는 발효 25년 차에 완성차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와 늦은 철폐 스케줄로 인한 협상 시의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자동차 분야 추가관세를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보임.
◦ 일본은 토요타 자동차가 그동안 미국에 600억 달러(약 7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한 점을 강조하고 있으
며, EU도 2018년 300만 대의 승용차를 미국에서 생산하였고 12만 명의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
음을 밝히며54)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일축함.

- 일부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수출제한 요구에 응할 것으로 내
다보는 한편, EU는 수출제한 조치에 반대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적용 사건에서처럼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봄.55)
표 4. 자동차 분야 232조 적용 관련 잠재대상국의 미국의 수출과 수입(2018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승용차
(A)
면제국 또는 이미 관세 대상국
캐나다(USMCA
14,383
면제)
멕시코(USMCA
3,026
면제)
한국(한·미 FTA
1,691
면제56) 가능)
중국(제301조
6,652
관세 대상57))
기타 주요국
일본
618
독일
5,837
영국
1,602
전체

미국의 수출
트럭, 버스,
자동차
특수목적차(B)
부품(C)

합계
(A)+(B)+(C)

승용차
(A)

미국의 수입
트럭, 버스,
자동차
특수목적차(B)
부품(C)

합계
(A)+(B)+(C)

17,253

30,308

61,944

37,469

5,066

17,299

59,834

1,224

32,616

36,867

34,304

33,596

60,197

128,097

34

896

2,620

13,823

2

8,320

22,144

257

3,605

10,515

1,517

593

19,786

21,897

46
101
50

1,837
2,493
1,879

2,501
8,431
3,530
162,001

40,404
18,648
9,661

873
448
535

15,197
9,673
1,462

56,474
28,769
11,659
373,680

자료: FT900 Exhibit 18 from Census Bureau.58)
53) 2018년 5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보고서에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해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 5월 17일 대통령 선포(proclamation)에서 향후 EU, 일본 및 USTR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나라와 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adjusting-imports-automobiles
-automobile-parts-united-states/.(검색일: 2019. 6. 10).
54) https://www.acea.be/uploads/publications/EU-US_automobile_trade-facts_figures.pdf(검색일: 2019. 6. 17).
55) Jeffrey J. Schott(2019. 2. 21), “Next Up in the Trade Wars: Autos,” PIIE 보고서, https://piie.com/blogs/trade-investment-policy-watc
h/next-trade-wars-autos(검색일: 2019. 6. 7).
56) 명확하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대통령 선포(proclamation) 13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된 한·미 FTA와 최근
서명한 USMCA가 국가 안보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could help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national security)는 점을 고려했다고
명시하고 있음.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adjusting-imports-automobiles-automobile-parts-united-states/.
57) 각주 54) PIIE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의 상당 부분이 301조 추가관세 대상으로 중국은 주요 목표국이 아니라고 관측함.
2018년 1~11월 동안 수입된 중국 자동차 및 부품 중 14억 4,400만 달러에 25%, 99억 3,500만 달러 규모에는 10% 추가관세가 부과됨.
58)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Press-Release/2018pr/12/exh18.pdf(검색일: 2019.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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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잠정 면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
세를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EU, 중국, 터키 등으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으나59) 일
본은 제소하지 않음.
◦ GATT 제21조 국가 안보 예외는 WTO 분쟁해결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최근 우크라
이나 화물의 러시아 경유 금지에 대한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60)에서 WTO 패널은 러시아의 GATT
제21조(b)(iii)61)원용은 자기판단 조항으로 WTO 분쟁해결 패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제21조
(b)의 하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62)

3) 산업재
■ [미·일본] 미국산 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무관세 시장접근 확보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을 통한 미국산
제품의 시장접근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미·EU] 2018년 7월 25일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EU는 자동차 외 산업재에 대한 제로 관세, 제로 비관세 장벽
및 제로 보조금(zero tariffs, zero non-tariff barriers, and zero subsidies on non-auto industrial
goods)을 위해 협력할 것에 합의함.63)
◦ EU 집행위에 따르면 산업재에 대한 미·EU 간 합의 시 미국산 산업재의 EU 수출이 260억 유로 증가하는 반
면 미국에 대한 EU산 산업재의 수출은 27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64)
◦ 미국과 EU는 산업재의 기술무역장벽(TBT)과 관련하여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s) 및 규제 협력
(regulatory cooperation)에 대한 합의점도 모색할 것으로 보임. 또한 EU가 제3국에 TBT 위원회 결정에 따
라 개발된 관련 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사용을 철회하거나 제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이 제3국으로 수출
할 기회를 막지 않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함.

59) 중국, 인도, 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터키 등은(캐나다, 멕시코는 부과대상에서 면제되어 소를 취하함) 세이프가드
협정 및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불 충족하였으며, 미국의 양허관세율을 초과하는 관세 부과로 GATT 제2조 위반,
또한 일부 국가 면제로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 위반 등을 주장함. 관련한 소는 병합되어 심리될 것으로 보임. 미국이 GATT 제21조의
국가 안보 예외, 즉 (b)항의 체약당사자(회원국)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조치- (iii)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임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됨.
60) WTO Panel Report(2019. 4. 5),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WT/DS512/R.
61)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 당사자가 고려하는 다음의 조치를 체약 당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iii)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62) 패널은 조치가 제21조(b)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열거된 항목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objective)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신의성실의 의무(obligation of good faith)에 따라 GATT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1조 예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치가 ‘필수적인 안보이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타당성 요건(minimum requirement of plausibility)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함 (본 사건은 상소되지 않고 패널심에서 확정됨). 본 패널심의 판정례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 예외를 이유로 한 제232조
관세부과도 패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미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비상 시’에 신의성실하게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위해서 취한 조치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임. 무력 충돌, 법치 붕괴, 시민 소요와 같은 사안과 거리가
멀수록 국가 안보와의 관련성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63)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8-4687_en.htm(검색일: 2019. 6. 7).
64) World Trade Inside(2019. 5. 31), “Sources: USTR fears trade deal with EU will exacerbate trade deficit,” http://insidetrade.com/
daily-news/sources-ustr-fears-trade-deal-eu-will-exacerbate-trade-deficit(검색일: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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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투자
1) 서비스
■ [서비스 시장 개방] 미국은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시장 내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철폐,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에게 국내 주재 요구 금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따라 예외를 가능한 한 좁게 설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일·EU EPA에서 양측은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교통서비스(물류)를 개방하였으며, 시청각서비스는 개방하지
않았음.

- 미국은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신서비스 공급자의 기술선택을 보호하는 규정 마련 및 금융서비스와 관련
하여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금지 및 국내 컴퓨팅 설비 사용 또는 설치의무
요구 금지에 대한 규정 마련을 협상 목표로 삼음.
◦ TPP의 비준동의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련 조항 적용 배제에 대한 미국의회의 불만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
하여 USMCA에서는 금융서비스 챕터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이동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조항
을 포함함(제17.17조, 제17.18조).

2)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이동] 미국은 TPP 및 USMCA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디지털 상품(소프트웨
어, 음악, 비디오, e-book 등)의 무관세,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소스코드 공개의무
부과 금지,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설비의 국내화 요건 금지 등을 EU와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일·EU EPA에서는 제8장 서비스무역, 투자 자유화 및 전자상거래 제F절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내용을 다
루고 있으며, EU의 방침대로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 대신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에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음. 소스코드 이전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나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고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기로 함.
표 5. USMCA, TPP, 일·EU EPA 전자상거래 규범 비교
구분

USMCA 제19장

TPP65) 제14장

디지털 제품 무관세

제19.3조(의무규정)

제14.3조(의무규정)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소비자 보호

제19.4조(의무규정)
제19.6조(의무규정)
제19.7조(의무규정)

제14.4조(의무규정)
제14.6조(의무규정)
제14.7조(의무규정)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제19.11조(의무규정)

제14.11조(의무규정)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localization) 요구 금지

제19.12조(의무규정)

제14.13조(의무규정)

일·EU EPA
* 전자적 전송 관세 부과 금지66)
제8.72조(의무규정)
제8.77조
제8.87조
* 발효 후 3년 내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정 포함 여부 평가 제8.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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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USMCA 제19장

TPP65) 제14장

일·EU EPA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제19.16조(의무규정)
제19.17조(의무규정)

제14.17조(의무규정)
-

제8.73조
-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

제19.18조(노력규정)

-

-

주: USMCA 제19장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 TPP 제14장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일·EU EPA 제8장 section.F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의 내용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EU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역외로의 데이터
이전을 규제하는 입장임.
◦ EU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 역외 이전은 교역국이 적정한 보호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갖추고 있
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① 제3국이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획득한 경우이거나 ②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기업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갖춘 경우 ③ 기타의 경우로 제한됨.67)
◦ 일본은 EU GDPR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2019년 1월 29일 적정성 결정 대상국이 되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을 위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일본으로의 정보 이전이 허용되었으며,68) 미국은 프라이버시 실드에 한해
적정성 결정을 받아 데이터 역외 이전이 가능함.

- 현재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5월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EU, 미·일 무역협상에서 관련 규범
이 타결될 경우 이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69)

3) 투자
■ [투자장벽 철폐] USMCA 개정협상 목표와 마찬가지로 투자장벽 감축/철폐와 미국인의 권리 보장 및 타국 투자자가
미국인 투자자보다 미국에서 더 강한 권리를 얻어 역차별 받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함.
- 미국이 일본, EU의 전 분야에 투자함에 있어 장벽이 되는 요소를 감축하거나 철폐하는 규범을 만들고,
미국에서 일본인 또는 EU시민이 미국인 투자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권리를 얻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법원칙과 일치하는 중요한 권리들이 일본, EU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SDS] 협상목표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며, 일·EU 사이에서도 ISDS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으로, 일본, EU, 미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무역협상에서
결론을 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65) CPTPP 전자상거래 챕터가 포괄하는 내용은 TPP 전자상거래 챕터와 같음. TPP 전자상거래 챕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규엽 외(2018),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KIEP 연구보고서 18-18, 2장 참고.
66) 일·EU EPA 제8.72조(Customs duties), The Parties shall not impose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67) 적정성 결정을 비롯하여 GDPR 국경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규엽 외(2018),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KIEP 연구보고서 18-18, 3장 참고.
68) 일본의 적정성 평가 완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정은(2019),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및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9-10 참고.
69) 최근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규엽 외(2019), 「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미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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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TPP에는 ISDS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타결된 USMCA 투자분야에서는 NAFTA 종료 3년
후부터 미국·캐나다 간 투자분쟁에 ISDS가 적용되지 않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용(단, 간접수용 제외) 등 일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ISDS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국내 구제절차
를 완료해야 하는 등 ISDS 적용 범위를 축소하였음.70)
- [EU] EU는 기존 ISDS의 중재재판관이 당사자에 의해 선택됨에 따른 유착 가능성 및 정부의 규제 권한
보호가 안 되고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투자법원제도
(ICS: Ivestment Court System)71)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CETA(캐나다·EU FTA), EU·싱가포
르 투자보호 협정, EU·베트남 FTA(별개의 투자보호 협정으로 나뉨) 등에도 ICS 규정이 포함됨.
- [일본] 일본인 투자자가 ISDS를 3건 제기한 바 있으나 피고가 된 적은 없는 일본은 ISDS 개혁을 UN 국
제투자법 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논의
하자는 입장으로, 일·EU 간에는 아직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임.72)
*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ISDS 적용을 포함하지 않은 선례도 있으며(일본도 호주와의 FTA에서 ISDS 규정을
포함하지 않음), 미국과 EU는 ISDS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다. 기타 규범
1) 지식재산권
■ 다른 분야는 미·EU, 미·일 무역협정의 협상목표가 거의 유사한 데 반해 지재권에 있어서는 미·일 FTA 지재권
분야에서 협상목표 목록이 훨씬 많음.
- 일본·EU 지재권분야 협상목표에 지리적 표시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투명성·절차적 공정성 결여, 용어의
일반적 사용을 보장 실패 등)로 미국 상품의 시장 접근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적시하고 있음.
- 일본과의 무역협정 지재권 분야에 미국법의 보호기준을 반영하여 상표권, 특허, 저작권, 비공개 정보, 영
업비밀 및 민사상·행정법상·형사상 집행 메커니즘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
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73)
◦ CPTPP에서는 TPP에서 강화된 지재권 협정의 저작권 연장, 의약품 정보독점 등 일부 조항74)이 유예된

상태로 미·일 FTA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다시금 반영할 것으로 보임.
70) USMCA ISDS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문희 외(2018),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6 참고.
71) 투자법원제도는 1심법원과 상소법원으로 구성됨, 1심법원은 15인(각국 국적 5인씩, 제3국 국적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각 사건에 대해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판정하고, 상소법원은 6인(각국 국적 2명씩, 제3국 국적 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각 사건에 대해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판정하도록 하여 중재재판관이 당사자에 의해 선택됨에 따른 유착관계가 있지 않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투명한 소송절차 진행으로 모든 공청회가 일반에 공개되게 하고, 남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변화를 꾀함. 관련하여 박노형
외(2018), 『신국제경제법』, pp. 686-696, 박영사.
72) European Union(2018), “Study The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EXPO/B/INTA/2018/03, http://bruegel.org/
wp-content/uploads/2018/10/EXPO_STU2018603880_EN.pdf.
73) 최근 미국 무역협정에서의 지재권 규범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현수(2019).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9-03 참고.
74) 내국민대우상의 지재권 ‘보호’의 범위(제18.8조 각주 4. 끝 두문장), 특허대상(제18.37조 제2항 전체, 제4항 끝문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제18.63조), 일반 의약품 정보 독점(제18.50조), 생물의약품 정보독점(제18.51조), 기술적 보호조치(제18.68조), 권리관리정보
(제18.69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수반 위성·케이블 신호의 보호(제18.79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18.82조 및 부속서 18-E,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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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영기업(SOE)
■ 국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국영기업과 관련하여 소수 지분에 의한 통제의 경우를 포함하는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WTO
SCM 협정상의 규율을 넘어서는75) 강력한 보조금 규정을 국영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협상목표에서 국영기업 정의를 정부의 ‘소유 및 통제 기준’에 기초할 것(소수 지분을 통한 통제상황 포함)
을 규정하여 USMCA 규정과 유사한 규정 마련이 예상됨.
◦ USMCA에서는 국영기업을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a) 자본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
나 (b) 직간접적인 소유를 통해 통제하는 의결권이 50% 이상이거나 (c) 간접 또는 소수 지분(minority) 등 기
타 소유지분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또는 (d) 이사회 위원 또는 그 밖에 상응하는 경영진
의 다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제22.1조)

- WTO SCM 협정상의 규율을 넘어서는 강력한 보조금 규정을 국영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영기업이 보조금 제공을 통해 상대국에 피해(harm)를 야기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국영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투자하는 형태로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요구함.
◦ 외국 국영기업의 상업적인 활동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제공(예: 제한적 주권 면제)
◦ 기업의 정부 소유 및 통제의 수준, 정부지원의 규모에 관한 정보 요청을 허용, 국영기업관련 소송 시 증거 문
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fact-finding mechanism 개발
※ 미국, EU, 일본은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금에 대한 WTO 개혁안을 상반기에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지고 있
음.76) 아직 제안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협상목표에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됨.

3) 환경
■ 강력하고 집행력 있는 환경 의무를 수립하고 다른 협정상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함.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협약(MEAs)하에서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함.
- 과잉어획(over fishing)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에 일
조하는 해로운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어업 보조금 프로그램의 투명성 증진을 협상목표 중 하나로 삼음.

75)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SCM
협정)에서 재정적 기여를 하는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영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China)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 실체(any entity
controlled by a government)’라는 패널의 관련 판단을 기각하면서 동 조항의 공공기관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전제에서 ‘정부권한을
갖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거나, 위임받은 실체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대주주인 국영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정부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WT/DS379/AB/R, paras. 317-318; 표인수, 김대원(2017), 「국제통상법상 국영기업
규제에 관한 고찰」, 『국제경제법 연구』, 15(1), 한국국제경제법학회.
76) World Trade Inside(2019. 5. 1), “U.S., EU, Japan say OECD report proves WTO subsidy rules need to be updated,” http://insidetrade.
com/daily-news/us-eu-japan-say-oecd-report-proves-wto-subsidy-rules-need-be-updated(검색일: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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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율
■ 미국이 환율 관련 규범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미·일 및 미·EU 무역협정에도 관련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TPA 2015에서는 무역협정 협상 목표 중 하나로 교역국의 환율 조작을 막을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TPP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공동선언의 형태로 포함되어 미국의회의 불만이 제기된바, USMCA는 기존 무역협정
과 달리 협정문 내에 환율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음.
◦ TPA 2015는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교역국이 환
율을 조작하는 것을 무역협정을 통해 막을 것을 규정함. 이를 위해 협력 메커니즘, 강제 규정
(enforceable rules), 보고, 모니터링, 투명성 또는 다른 수단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77)
◦ 미국과 일본이 타결한 TPP에서는 협정문 내에 환율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한 공동
선언78) 형식을 통해 ① 각국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삼가할(will refrain) 것 ② 각국의 통화정책과 의사결정
의 투명성을 높이는(환율조작을 판단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③ 환율정책과 거시경
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에 합의함.
◦ USMCA는 협정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가할 것,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하고 개입할
경우 즉시 상대 협정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TPP 공동선언보다 강화된 환율 관련 자료제출 의
무 및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31장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을 규정함.79)
※ 스티븐 므누신 美 재무장관은 환율조항과 관련하여 USMCA가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서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미·일] 미국정부는 일본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완화정책이 엔화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
으며, 미국 재무부는 2019년 6월 4일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과 아소 다로 재무상이 회동, 통상문제를
의제로 하는 것은 물론 환율조항도 다룬다고 발표함.
◦ 일본은 환율정책의 자유도를 손상하는 환율 조항의 도입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위안화
절하를 통한 일본차 수출 공세를 우려하면서 므누신 재무장관은 법적 구속력 있는 TAG에 환율 약세 유도를
제한하는 환율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음.
- [미·EU]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음.80)
◦ 2019년 6월 18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통화완화를 시사하자 유로의 대달러 가치가 급락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환율조작이라며 비난함.81)

- 2019년 5월 23일 윌버 로스 미상무장관은 달러화 대비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
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82)
77) Public Law 114-26 Sec.102.(b).
78) Joint Declaration of the Macroeconomic Policy Authorities of Trans-Pacific Partnership Countries, https://www.treasury.gov/i
nitiatives/Documents/TPP_Currency_November%202015.pdf(검색일: 2018. 10. 10).
79) USMCA 환율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조문희 외(2018),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6 참고.
80) 『연합뉴스』(2018. 7. 21), 「트럼프 "中·EU 환율조작하는데 달러만 강세…긴축 모든걸 해쳐”」.
81) 『파이낸셜뉴스』(2019. 6. 19), 「ECB 비둘기 암시에 유로 급락… 트럼프 "환율 조작" 맹비난」. ; Bloomberg Businessweek(2019. 6. 20),
“Despite Trump’s Claims, There’s No Currency War Against the U.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6-20/despite
-trump-s-claims-there-s-no-currency-war-against-the-u-s(검색일: 2019. 6. 23).
82) The NewYork Times(2019. 5. 23), “Trump Administration to Expand Penalties for Currency Manipulators,” http://www.nytimes.com
/2019/05/23/us/politics/trump-currency-manipulators.html(검색일: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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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미 재무부에서 작성한 2019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미흑자 요건만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본과 EU 회원국인 독일, 이탈리
아, 아일랜드도 대미 흑자, 경상흑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향후 어떠한 기준으로 자국 통화절하국을 선
정하고 혜택을 계산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모호함.83)
※ 우리나라도 2019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상당한 경상수지 요건 충족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대미 무역수지 감소로 충족 요건이 감소하였고 외환정책 투명성 확보 등에서 보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 이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경우 하반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 2019년 5월 28일 미 재무부는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환율정책 보고서84)(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공표함.
- 미국은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함.
◦ 2018년 10월 보고서에서는 6개국(중국, 독일, 일본, 한국, 스위스, 인도)이 관찰대상국이었으나 2019년 상
반기 보고서에서는 스위스, 인도85)가 제외되고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신규
추가됨.
◦ 미국의 교역국에 대한 환율보고서에서 검토하는 요건이 강화됨.
* ① 경상수지 흑자 규모 기준이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2%로 변경 ②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
표 6. 미국 환율보고서의 관찰 대상국에 대한 평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관찰 대상국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흑자
GDP 2% 초과

중국
독일
일본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4,190억 달러
680억 달러
680억 달러
470억 달러
400억 달러
320억 달러
270억 달러
180억 달러
△60억 달러

0.4%
7.4%
3.5%
9.2%
5.4%
2.5%
2.1%
4.7%
17.9%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외환 순매수
GDP 2% 초과 & 6개월
이상 지속
△0.2%
0.0%
1.7%
△3.1%
△0.2%
4.6%

2018년 10월
보고서
대비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신규 추가
신규 추가
신규 추가
신규 추가
요건 감소86)
신규 추가

주: 충족된 요건의 경우 파란색 표시.
83) 관련 법이나 상무부의 규정도 환율로 인한 잠재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혜택 및 특정성의 존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적시되고 있지 않아
현재 상무부는 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등을 통한 계산 등을 고려 중에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임.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5-28/pdf/2019-11197.pdf(검색일: 2019. 6. 6).
84)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85)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번 연속 1개 요건(스위스: 경상흑자, 인도: 대미 무역흑자) 충족.
86) 한국에 대한 평가 요약
① (대미 무역흑자: 180억 달러) 화학제품·유류 등 대미 수입 확대로 ’18년 10월 보고서(210억 달러) 대비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수지 적자(△120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60억 달러 수준 ② (경상수지 흑자/GDP: 4.7%) ’18년 10월 보고서(4.6%)와 유사 ③ (시장개입: 29억 달러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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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과 시사점
■ [타결 전망] 미·일 무역협상은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자동차, 농산물, 환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EU 간 무역협상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여러 이슈가 남아 있어 타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일]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생산업자의 불이익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일부 분야
의 조기타결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 일본은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이후 미국에 유리한 농산물 관세
조정 및 자동차, 전자상거래, 환율 관련 규범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9년 6월 14일 미·일 무역협상 장관급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은 7월 21일 참의원(미국 상원
에 해당) 선거 이후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early results)에 합의했음을 밝힘.87)
◦ 미국산 농산물의 일본시장 접근, 일본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의약품·의료장비에 대한 가격책정 등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먼저 합의하고, 향후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지속
하여 여러 단계에 거쳐 포괄적 무역협정을 도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포괄적 무
역협정의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록 발효는 되지 않았으나 미·일은 과거 TPP 협정을 타결지은 바 있어 양측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TPP 수준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이 도출될 수도 있음.
◦ 다만 아직 미국이 본격적인 자동차 관련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환율 조항 관련 양국간의 견해차가 상당한 점
등에서 미루어볼 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미·EU] 항공기보조금 분쟁,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수입 관련 미국의 232조 조치 등 여러 이슈로 무
역협정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이며, 협상 대상에 있어 양측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바 가까운 시일 내
에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세실리아 말스트롬(Malmströ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19년 4월 15일 “EU 집행위 회기가 끝나는 10월
31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길 바란다”며 6개월 내 협상 타결을 목표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미국은 포괄적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EU는 농업분야는 위임받은 협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을 분명히 하면서 입장이 엇갈려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음.
◦ 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와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몇 차례 회담에도
미·EU 무역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자 2019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
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무역협상을 추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함.88)
※ 미국·EU 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프랑스는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이유로 협상개시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EU 의회도 이를 동조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도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KITA).89)
※ 과거 미국과 EU는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음.90)

87)
88)
89)
90)

0.2%) ’18년 1월 원화 절상 시기에 순매수, ’18년 2~3월 매도 전환 후 ’18년 잔여기간 동안 제한적 개입.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美 재무부환율보고서 발표” 참고.
https://insidetrade.com/daily-news/motegi-us-japan-talks-yield-early-results-august(검색일: 2019. 6. 18).
World Trade Inside(2019. 5. 31), “Sources: USTR fears trade deal with EU will exacerbate trade deficit,” http://insidetrade.com/
daily-news/sources-ustr-fears-trade-deal-eu-will-exacerbate-trade-deficit(검색일: 2019. 6. 18).
KITA Market Report(2019. 6. 5),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 p. 8.
EU와 미국은 TTIP 협상을 2013년부터 진행한 바 있으나 환경, 소비자 보호, 공중보건 관련 규제 제한 가능성, GMO 상품의 EU

20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7.1

21

미·일, 미·EU 무역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시사점] 미·EU는 전 세계 무역의 약 45%, 총 GDP의 약 46%에 달하며, 미·일은 전 세계 무역의 약 15%, GDP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로, 이러한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상품, 서비스, 투자, 통상 규범 전반에 걸쳐 세계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는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표 7.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FTA의 경제규모 현황(2018년 기준)
인구

명목 GDP
규모
대세계
(조 달러)
비중(%)

대세계 교역
교역규모
대세계
(백만 달러)
비중(%)

구분

인구수
(천 명)

대세계
비중(%)

미·일

457,716

6.00

26.5

30.4

5,668

14.5

미·EU

842,457

11.0

40.1

45.9

17,580

44.9

639,111

8.4

23.9

27.4

14,874

38.0

7,632,819

100

87.3

100

39,110

100

[비교]
일·EU EPA
전체

자료: 인구는 UNCTAD Stat자료,91) 명목 GDP는 IMF 자료,92) 대세계 교역은 한국무역협회 자료93)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미국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2대 상품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향후 미·일, 미·EU 무역협정이 발효
될 경우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상품(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심
화될 것으로 보임.
- 미·일, 미·EU 무역협정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양허한 분야보다 더 추가적인 개방이 있을 경우 기존에
맺은 한·미 FTA, 한·EU FTA의 미래 MFN 규정94)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개방될 분야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미·일, 미·EU의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미국·EU·일본이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환율, 수산보조금 등의 통상규범을 WTO
에서도 반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 다만 WTO는 컨세서스(Consensus)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고 있어
미국·EU·일본이 추진하는 규범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선진국 중심의 무역체제 수
립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 우리나라는 미·일, 미·EU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관련 제
도 검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91)
92)
93)
94)

유입 가능성 등 미국기업들이 EU 법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EU는 2016년 9월 협상 불가를 선언하였고, 이러한
우려는 종식되지 않은 상황임.
https://unctadstat.unctad.org(검색일: 2019. 6. 8).
IMF(2019. 4),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EU
(검색일: 2019. 6. 8).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검색일: 2019. 6. 8).
‘미래 MFN’이란 이후에 FTA가 체결된 국가에 주는 혜택을 전에 FTA를 맺은 국가에 자동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한·미 FTA,
한·EU FTA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한·EU FTA 제7.8조에서는 이 협정 발효 후 서명된 협정의 혜택은 MFN에 따라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2012년 3월 15일 발효)는 제12.3조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속서Ⅱ(미래유
보) 최혜국대우 의무 관련 부분에서 ‘이 협정 발효 전 발효 또는 서명된’ 협정의 혜택은 최혜국대우 의무를 유보한다고 규정함. * 참고: EU
FTA 발효(잠정적용: 2011. 7. 1(4년 5개월간), 전체발효: 201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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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일, 미·EU 간 주요 교역 품목
부록 표 1. 미·일 간 주요 교역 상품 및 무역규모(201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일본 → 미국

순

미국 → 일본

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8703

승용차

40409

8800

항공기

5637

2

8708

자동차 부품

7955

2711

석유가스 등

5177

3

8803

항공기 부품

4175

9018

의료기기

2860

4

8429

채굴·굴착·다지기용 기계

3541

1005

옥수수

2813

5

8443

인쇄용 기계

3126

8486

반도체 디바이스,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용 기기

2758

6

8486

반도체 디바이스, 평판디스플
레이 등의 제조용 기기

2798

3004

의약품

1742

7

9801

특별 분류(수출 후 반송)

2524

3002

면역물품, 백신

1682

8

8407

자동차용 엔진 등 내연기관

2225

0203

돼지고기

1528

9

8411

터보제트 및 기타 가스터빈

2192

2709

석유 및 역청유

1451

10

9018

의료기기

1977

2909

에테르 등 유기화학품

1243

총액

142596

총액

74967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국 통계.95)

부록 표 2. 미·EU 간 주요 교역 상품 및 무역규모(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유로)

EU → 미국

순

미국 → EU

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8703

승용차

37178

8411

터보제트 및 기타 가스터빈

30915

2

3004

의약품

28027

8802

항공기(헬리콥터, 비행기 등)

15738

3

3002

면역물품, 백신

24769

3002

면역물품, 백신

13737

4

8411

터보제트 및 기타 가스터빈

14652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10569

5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13090

3004

의약품

10276

6

9018

의료기기

7882

901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

7087

7

8708

자동차 부품

7644

8803

항공기 부품

6856

8

2933

질소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7053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석유
및 역청유 조제품 등

6267

9

8803

항공기 부품

6823

7108

금

5932

10

8802

항공기(헬리콥터, 비행기 등)

6189

8703

승용차

5633

총액

400901

자료: 한국무역협회 EU 통계.96)

95) http://stat.kita.net/stat/istat/uts/Us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19. 6. 3).
96) http://stat.kita.net/stat/istat/euts/EuItemImpExpList.screen(검색일: 2019. 6. 9).

총액

265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