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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의 중요 과제는 경제안전보장이며,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
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신설, 2021년 10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담당 내
각부특명담당대신’ 직 신설, 2021년 11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각료회의) 개최 등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정비·강화
- 일본의 정부부처들도 2022년도 예산안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보장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

▶ 아베(安倍晋三) 내각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은 경제책략,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
(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경제책략]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경제책략’을 답습하여 수출 통제, 기술수출
통제, 외자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정부조달 금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단행 중
∘ 일본정부의 경제책략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나,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책략 중에서도 기술수출 통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간주수출 통제 강화, 특허의 공개
제한,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신흥기술 수출 통제 등 4가지가 핵심 쟁점
∘ 일본의 기술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이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간 특허분쟁
마찰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지원정책에 주력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을 전략물자화하는 데 중점
∘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와 반도체·배터리의
국내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임.
∘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 관점에서는 회의적이지만,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와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시책은 우리정부와 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분야

-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쿼드 4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희토류, 5G·반도체의 공급망 확보방안은 그 방안 자체
가 갖는 의의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중(對中) 견제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법률의 기본
이념이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일본정부는 특허의 공개 제한,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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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경위
■ 2021년 11월 9일 기시다(岸田文雄) 신임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1)에서 경제안전보장전략과
관련하여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대담한 투자, 첨단 반도체의 국내투자 지원, 차량용 배터리의 공급망 강화,
경제안전보장 관련 법안 제정 등을 제언함.
- 기시다 내각은 11월 19일 각의결정한 ‘코로나19 경제대책’(제4탄)에서 5,000억 엔 규모의 경제안전
보장관련 기금 설치를 명시함.
◦ 일본정부는 금년 8월 내각부를 중심으로 2022년도 예산안요구에서 약 100억 엔의 경제안전보장 관련
예산을 요구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별도로 1,0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겠
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번 경제대책에서는 자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금 규모를 5,000억 엔으로 확대
◦ 기금의 용도는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나 배터리, 양자 분야를 염두에 두고 국가가
확보해야 할 첨단 중요기술을 ‘특정’함과 동시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집중
될 것으로 보임.

-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급망 강
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월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전략을 책정·공표하였고, 11월 8일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일본 국내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함.
◦ 2020년 4월의 공급망 강화대책은 중국 기진출 일본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과 중국에서
ASEAN 등지로의 서플라이체인 다변화를 유도하는 지원책, 그리고 국내 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 개발과
희귀금속 확보 지원책을 포함

- 기시다 총리는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첫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에서도 ‘세계 각국이 전략물자 확
보와 중요 기술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전보장은 기시다 내각의 중요 과제’임을 강
조하고,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힘.2)

■ 일본정부가 경제안전보장전략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시점은 2020년 9월 퇴각한 아베(安倍晋三) 내각과
2021년 10월 퇴각한 스가(菅義偉) 내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감.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마찰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데 이어, 2020년 4월에는 아베 총리가 총리관저 주도의 경제중시외교를 표방
하면서 경제안전보장 사령탑으로서 국가안전보장국(NSS) 내에 경제반을 설치하면서 ‘경제안전보장’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함.
- 2020년 6월에는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인 기시다(岸田文男) 의원이 정조회 산하에 신국제질서창조전

1) 기시다 총리가 지난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내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각에 설치한 자문기구임.
2) 「経済安保推進で初会合. 有職者会議、月内にも」(2021.11.20.),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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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본부3)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내각에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 제정을 촉
구함.
◦ 당시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2013년 아베 2차 내각이 수립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국가가 국
익을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경제안전보장전략에 대한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
◦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패권 균형(power balance)의 균열과 미국
의 대중(對中) 견제에 주목하면서, 일본도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제적 수단을 ‘무기’로 활용하는 경
제책략(economic statecraft)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2.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 강화
■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신설한 데 이어, 2021년 10월에는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담당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직을 신설함.
-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령탑’은 2013년 12월 당시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총리관저’ 주도의 정
치를 구현한다는 명분하에 기존의 안전보장회의를 폐지하고 설치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国家安全
保障会議)임(그림 1 참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사안에 따라 ‘4대신(大臣) 회합’, ‘9대신 회합’, ‘긴급
사태 대신회합’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됨.4)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인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5)은 2014년 1월에 신설되었고,
당초 정보반, 전략기획반, 정책제1반(미국·유럽), 정책제2반(동북아시아·러시아), 정책제3반(중동·아프
리카), 총괄·조정반으로 구성되었으나, 2020년 4월 경제반을 신설하였음(그림 2 참고).
◦ 2020년 12월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국가안전보장국(NSS) 경제반과의 협조하에 「경제안전
보장일괄추진법」(가칭) 제정을 촉구하는 ‘제언’을 내각에 제출한 바 있음.
◦ 금년 2월 법무성 외국(外局)이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공안조사청은 ‘경제안전보장관련조사프
로젝트팀’을 설치하였으며, 경찰청 역시 금년 1월 약 20명의 전문반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약 10
명을 증원하여 ‘경제안전보장대책실’을 신설한다는 방침6)
◦ 일본의 인텔리전스 기관들이 경제안전보장 관련 조직 보강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일본 내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적발 건수가 2013년 5건에서 2020년에는 22건으로 급증하는 등 중국으로의 부정 기술유출이 일
본 내에서도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임.

3) 설치 당시 본부장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男) 정조회장, 좌장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 사무국장은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의원임.
4) 4대신 회합은 총리, 외무성 장관, 방위성 장관, 관방장관, 9대신 회합은 상기 4장관+재무성 장관, 국토교통성 장관, 경제산업성 장관,
총무성 장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됨.
5) 国家安全保障局(NSS)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약 9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됨. 차장 2인은 외무성 혹은
방위성 출신, 내각 심의관 4인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 출신이 맡는 것이 관행임.
6) 일본의 인텔리전스 기관은 내각정보조사실, 공안조사청, 외무성(국제정보총괄관조직), 경찰청(경비·공안 부문), 방위성(정보부문) 등 5개
부서가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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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0월 기시다(岸田文男) 신임 총리는 내각부의 ‘특명담당대신’에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직을 신설
하고, 신임 장관에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사무국장을 임명함.
◦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는 각료회의로서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7)를 별도로 신설하고,
지난 11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
◦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법제준비실’을 조만간 설치
할 예정
그림 1. 일본의 정부 조직도
(2021년 11월 현재)

주: 정부 조직도상 파란색 표시의 정부부처는 1부 13성청의 행정기관을 나타냄.
자료: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ikyoku/satei_01_05.html, 검색일: 2021. 11. 15) 등
참고.

그림 2. 내각관방 조직도: 국가안전보장국(NSS)
(2021년 11월 현재)

자료: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https://www.cas.go.jp/jp/gaiyou/jimu/jinjikyoku/satei_01_05.html, 검색일: 2021. 11. 15) 등 참고.

- 일본의 정부부처들은 2022년도 예산요구에서 경제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경제안전
보장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
7) 의장은 기시다 총리이며, 부의장은 고바야시(小林鷹之) 신임 내각부 경제안전보장담당 특명담당대신과 마츠노(松野博一) 관방장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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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은 기존 수출통제제도의 강화, ‘간주수출’ 통제 강화를 포함한 대학·연구기관·기업의 민감기술
유출 방지체제 확립,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등에 63명의 증원을 요구하였고, 재무성은 외환법 개정에
따른 외자규제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관련 인력 증원을 요구
◦ 외무성은 민감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사이버보안 구축, 문부과학성은 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 유출 감시협력체제 구축, 총무성은 해저 케이블이나 5G에 관한 공급망 분석에 각각 증원을 요구
◦ 금융청은 ‘경제안전보장실’을 신설하여 시스템 관련 기기의 조달처, 기간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
책, 금융거래정보의 관리체제 등 안전보장 관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

- 금년 7월 경단련(経団連)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안전보장에 대해 협의하는 조직으로서 ‘국제경제
외교종합전략센터’(이사장: 사카키바라(榊原定征) 전 경단련 회장)를 설치함.

3. 주요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
가. 경제책략
■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한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8)은 대한(對
韓) 수출규제 강화로 대표되는 수출통제, 기술유출방지책 등의 기술수출 통제, 외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수출통제] 일본의 주요 수출 통제제도는 「외환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이 규정하고 있는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가 대표적임.
- 일본은 1987년 도시바기계(東芝機械)의 코콤 위반사건9)을 계기로 수출통제 제도를 재정비하였는데,
기본법으로서 「외환법」, 시행령(政令)으로서 「수출관리령(輸出管理令)」과 「외국환령(外国為替令)」, 시행
규칙(省令)으로서 「수출무역관리령(輸出貿易管理令)」과 「통달(通達)」을 통해 운용하고 있음.
- 리스트 규제는 소위 ‘리스트 규제품목’의 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본의 수출업체에 경제
산업성 장관의 ‘개별허가’를 요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음. 단 화이트국가에 대해서는 3년 유효의
‘일반포괄 허가’를 적용함.
8) 일반적으로 지경학(geo-economics)은 한 국가가 자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경학의 지리적 요소를 제외하면 지경학은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를 강제’하는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 개념으로
치환할 수 있음.
9) 당시 도시바기계의 공작기계는 ‘9축 제어’로 불리는 것으로서 9곳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였음. 문제는
이토츄상사(伊藤忠商事)가 와코교역(和光交易)이라는 가공의 회사를 설립하여 도시바기계의 공작기계를 ‘2축’이라는 허위의 수출신고서를
당시 통상산업성에 제출하여 소련에 수출한 데서 발단되었음. 공작기계 본체는 직접 소련에 수출한 반면 ‘9축 제어’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는
노르웨이 경유로 수출. 소련은 도시바의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잠수함의 스크류 장치를 완성하였으며, 미국
첩보기관이 도시바기계의 이와 같은 코콤 위반사건을 적발하자 당시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일본 총리는 통상산업성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 국방장관에 정식 사과하도록 하였음. 平井宏治(2021). 『経済安全保障リスク』, pp. 59∼61, 育鵬社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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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당시 아베(安倍晋三) 내각은 「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고 리스트 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
출허가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함.

-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규제 대상 이외의 품목 중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
는 품목(단, 목재, 식료품 제외)을 대상으로 함.

■ [기술수출 통제] 현재 일본정부가 가장 부심하고 있는 경제책략은 기술수출 통제, 그중에서도 민감기술의
대중(對中) 유출방지책임.
- 현재 일본에서 민감기술의 해외유출방지책과 관련하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은 특허의 공개
제한,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신흥기술 수출 통제 등 3가지이며, 간주수출에 대한 통제문제는 2022
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락됨.
- [특허의 공개 제한] 주요국 중에서 일본만 도입하지 않고 있는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안전보
장 관점에서 특허출원을 비공개하고, 기업이나 발명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안(案)임.
◦ 특허의 공개제한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데, 일본 국내에서만 연간 약 25만 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비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허심사관이 부족하고, 비공개 대상 특허출
원인에 대한 보상문제도 남아 있음.10)

- [비밀취급인가제도] 일본이 외국과의 첨단기술 연구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화이브 아이즈(Five
Eyes)와 같이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임. 다만 일본에서는
비밀취급인가 대상인 연구 분야의 범위나 기밀 누설 시 벌칙의 유무를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신흥기술 수출 통제] 미국 「수출통제개혁법(ECRA)」이 규정하고 있는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
에 대한 수출통제책이 일본에도 필요하다는 주장. 단 미국 상무부가 아직 신흥기술을 ‘지정’하지 않
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수출통제 대상 신흥기술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대응책
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임.11)
◦ 신흥기술이란 ‘제품화 정도는 기초연구처럼 낮지만 군사전용 가능성은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과 같이 높
은’ 현행 수출통제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기술을 의미함.

- [간주수출 통제] 간주수출(deemed export)에 대한 통제문제는 금년 6월 경제산업성이 외환법 운용
에 관한 경제산업성 장관 통달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됨.
◦ 그간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인계획에 일본인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이러
한 경로를 통해 일본의 민감기술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일본정부는 일본 대학이나 기업이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이전하는 경우, 상대가 일본인이거나 일
본 국내에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면’ 해당 기술의 수출로
10) 「秘密特許制度、防衛省の協力不可欠」(2021. 4. 7), SankeiBiz.
11) 渡部俊也(2019), 「米国国防権限法 2019 のEmerging Technology とは何か」, 『CISTEC Journal』, No. 183, p. 119, 安全保障貿易情報セ
ンター(CI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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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deem)’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다만 일본은 미국만큼 정부의 인텔리전스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됨.12)
◦ 금년 10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환법 운용에 관한 통달을 개정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13)
◦ 현재는 일본 체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유학생에 한해 민감기술의 제공·이전 시 경제산업성 장관의 사전
허가를 요하고 있으나, 통달개정을 통해 체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체제 유학생 중 연간소득의 25%
이상을 외국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외국의 영향하에 있는’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요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외자 규제] 일본정부는 2018년 미국이 「FIRRAMA」14)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사제도, 즉 투자스
크린제도를 강화한 점에 주목하고, 2019년 11월 「외환법」 개정을 통해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에
나섬.
- 일본정부의 「외환법」 개정은 첫째, 외국인투자자가 ‘코어 업종’에 속한 일본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사전신고 기준을 ‘10% 이상’에서 ‘1% 이상’으로 강화한 점, 둘째 외국인이 임원에 취임하거
나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양도·폐지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점이 특징임.
◦ 「외환법」 개정 이전에는 일본표준산업분류(JSIC)상 1,465개 업종 중 155개 업종에 대해 사전심사를 요
하는 ‘지정업종’으로 관리하였으나, 지정업종이 너무 광범위하여 심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외환법 개정에서는 이들 ‘지정업종’을 [표 1]과 같이 ‘코어 업종’과 ‘코어 업종 이외’로 세분화함.
◦ 이와 같은 업종 분류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장기업은 ① 지정업종 이외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 ② 지정
업종 중 코어 업종 이외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 ③ 지정업종 중 코어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 세 종류로 분류됨. 2020년 5월 일본 재무성은 ‘코어 업종’의 518개 상장기업 리스트를 공개함.
◦ 일본 재무성은 지정업종을 코어 업종과 코어 업종 이외로 분류한 다음, 외국인투자자의 취득 시 사전신
고 면제제도를 포괄면제와 일반면제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포괄면제 대상은 외국 금융기관이
고, 일반면제 대상은 일반투자자 인증을 받은 국부펀드나 공적연금기금임.
표 1. 일본의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대상 업종: 코어 업종
개정 전: 지정업종(155개)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 관련,
제조업(군수전용 범용품)

개정 후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 관련, 제조업(군수전용 범용품)

사이버보안 관련
전력업
가스업
통신업

코어
업종

사이버보안 관련 서비스업, 중요 인프라를 위해 설계된 프로
그램 제공 관련 서비스 등
일반 송·배전 사업자, 송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일부(최대출력
5만 KW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일반·특정 가스도관 사업자, 가스제조 사업자, LP가스 사업자
일부(저장소 또는 중핵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일부(복수의 기초지방단체에 걸쳐 전기통신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12) 「技術流出抜け穴ふさぐ」(2021. 6. 10), 『日本経済新聞』.
13) 「安保技術、留学生は許可制」(2021. 10. 27), 『日本経済新聞』. 일본에서도 2017년 도쿄도 내 기술계 학부의 중국인 유학생이 항공기
탑재용의 적외선 카메라 등을 홍콩 경유로 중국에 수출하여 외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음.
14)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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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지정업종(155개)
상수도
철도업
석유업
열공급업, 방송업, 여객운송,
생물학적제제(製劑) 제조업, 경비업,
농림수산업, 피혁 관련, 항공운송,
해운

코어
업종
이외

개정 후
수도사업자 일부(급수인구가 5만 명 초과), 수도용 물공급 사
업자 일부(2.5만 ㎥/일을 초과하는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철도 사업자 일부(사태대처법상 지정공공기관)
석유정제업, 석유비축업, 원유·천연가스 광업
사이버보안 관련, 전력업, 가스업, 통신업, 상수도업, 철도업,
석유업의 코어 업종 이외 분야
열공급업, 방송업, 여객운송,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경비업,
농림수산업, 피혁 관련, 항공운송, 해운

자료: 財務省(2020. 4. 24),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関連政省令・告示改正について」, pp. 8∼9.

■ [외국인의 토지거래 규제 강화] 일본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는 경제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2021년 1월 「중요토지이용규제법」(2022년 4월 시행)을 제정함.
- 이로써 일본정부는 자위대 기지 등 방위시설과 발전소 등 중요 시설의 주위 1km, 수원지, 영해 기
점이 되는 국경이도(國境離島)를 ‘주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 정보를 수
집하여 토지 이용자로부터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아가 자위대 사령부 등 특히 중요한 시설 주변은 ‘특별주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역 내 20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일본 내에서는 그간 외국 자본의 토지 구입이 국가안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없음에도 일부 언론에
서 중국 자본이 요코스가 화력발전소 인접지를 매입하려고 시도한 사례나 홋카이도의 항공자위대 기
지 주변 삼림을 구입한 사례, 한국 자본이 2013년 나가사키현 쓰시마(対馬) 해상자위대 거점의 인접
지 등을 매입한 사례를 집중 거론함.15)

■ [정부조달 금지] 일본정부는 중국 화웨이·ZTE의 5G 통신장비와 중국산 드론을 대상으로 정부조달 금지조치를 취함.
- 일본정부는 2018년 12월 미국과 보조를 맞춰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2020년 9월에는 인터넷 경제에 관한 미일정책협력대화(IED)16)에서 미국의
일본산 5G 통신장비 도입을 염두에 둔 ‘조달처’ 다양화에 합의함.
◦ 다만 금년 6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 ZTE, 하이크비젼, 다화테크놀로지, 하이테라 등 중
국 5개 기업의 통신장비를 인증하지 않을 뿐더러 과거의 인증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
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일본 국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17)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 10월 「정부기관의 무인항공기 조달방침」을 공표하고, 정부기관이 무인항
공기를 조달할 때 사이버보안 리스크가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함.18)
15) 「経済安保2段階で法整備」(2020. 12. 17), 『日本経済新聞』.
16) U.S.-Japan Policy Cooperation Dialogue on the Internet Economy. 2010년부터 미국 국무부와 일본 총무성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장급 정책대화임.
17) 「ファーウェイなどの中国製通信機器、米が認証禁止へ」(2021. 6. 18), 『日本経済新聞』.
18) 内閣府(2020), 「政府機関等における無人航空機の調達等に関する方針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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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조치는 중국산 드론에 의한 비행·촬영 정보의 누설과 사이버보안상 리스크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의
식하여 일본정부가 정부조달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배제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됨.

나.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1) 반도체 전략
■ [반도체 전략 수립] 2021년 6월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전략을 책정·공표한 데 이어, 내각부가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첨단 반도체 공장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명시한 성장전략을
책정함.
- 금년 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 전략’은 첫째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둘째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셋째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넷째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 재생으로
구성됨(표 2 참고).
표 2. 일본의 반도체 전략(2021년 6월)
전략

전략 1: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의 공
동개발과 파운드리의 국내입지

전략 2: 디지털 투자의 가속화와 첨
단 로직반도체의 설계 강화

전략 3: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
션 촉진

전략 4: 국내 반도체 산업의 포트폴
리오와 레질리언스 강인화

1.
2.
3.
4.
5.
6.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시책
미세화 프로세스 기술 개발 프로젝트(2nm 이후)
3D화 프로세스 기술 개발 프로젝트(3D 패키지, 칩렛 등)
첨단로직 반도체 양산공장의 국내입지
AIST(産総研)를 중심으로 한 ‘첨단반도체제조기술컨소시엄’
TAI(쓰쿠바이노베이션아레나)의 ‘반도체오픈이노베이션거점’화
반도체 제조 장치·재료 등의 선도적 연구(차세대 EUV용 장치·재료기술 등)
포스트 5G 정보통신 시스템 관련 반도체 기술 개발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
차세대 차재(車載) 컴퓨팅 기술 개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기반 반도체 기술 개발
포스트 후가쿠(富岳)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
첨단로직 반도체의 설계 개발 거점
AIST(産総研)의 ‘차세대 컴퓨팅 기반 개발거점’화
차세대 파워반도체 기술 개발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재게)
차세대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초분산 그린 컴퓨팅 기술 개발
차세대 차재(車載) 컴퓨팅 기술 개발(재게)
에너지 저감 일렉트로닉스 사업
광(光)일렉트로닉스 사업
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
공급망 강인화
하이엔드·미들레인지 공장의 입지대책
기존 공장의 쇄신
유틸리티 비용 저감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목표 공유
대학 등의 반도체 연구 환경 정비
인재육성·기술계승

자료:経済産業省(2021. 6), 「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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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반도체의 양산체제 구축] 일본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약점을 ‘세계 유망 파운드리의
부재’로 보고, 국내 반도체 소재·제조장치 산업의 강점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첨단 파운드리를
유치한다는 전략임.
◦ 첨단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서는 전(前) 공정의 미세가공 기술과 후(後) 공정의 3D화 프로세스 기술을 일
본을 대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로 선정
◦ 금년 2월 초 대만 TSMC가 일본 쓰쿠바시에 ‘TSMC Japan 3D IC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
표19)한 사례는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소재·제조장치 분야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에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전략을 잘 보여줌.

-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일본정부는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보급 확산과 IoT, AI 등
의 활용 확대에 따라 제반 경제·사회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와 같은 디
지털화 관련 반도체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첨단 로직 반도체의 설계·개발에 주목하고 있음.
◦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직 반도체의 설계·개발 프로젝트는 ① 포스트 5G 정보시스템 관
련 반도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 ②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 프로젝트 ③ 차세대 자동차 컴퓨팅
기술 개발 등 3가지임.

-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일본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파워 반
도체와 광전자 반도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임.
◦ 파워 반도체 분야에서는 실리콘카바이드(SiC), 갈륨나이트라이드(GaN), 갈륨옥사이드(Ga2O3)와 같은
‘혁신소재’에 의한 이노베이션에 주력하고,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저감과 2030년 포스트 5G·6G 시대
에 대비하여 광전자 반도체와 광전자융합 프로세서를 집중 개발한다는 방침

-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 재생] 일본정부는 외국 파운드리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대부분 노후화된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신·증설하는 방향으로 국내 반도체 공장의 재생
을 도모한다는 방침
◦ 일본정부는 소위 시대에 뒤떨어진 ‘레거시(legacy) 공장’으로서 일본 국내의 로직 반도체 공장 6곳과 과
거에는 자국기업의 반도체 공장이었으나 외국계 파운드리에 인수·합병되었거나 아직까지 외국계 파운드
리와 협력을 맺고 있는 국내 반도체 공장 10곳을 지목

■ [반도체 국내 생산에 보조금 지급] 경제산업성은 지난 11월 8일 법률을 개정하여 첨단 반도체 제조기업의
자국 내 공장 건설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함.
- 금년 6월 TSMC가 쓰쿠바시 연구개발센터 설립과는 별도로 구마모토(熊本)현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월 14일에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함.
◦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쵸(菊陽町)에 있는 소니 화상센서 공장 인접지에 2022년 반도체 공장을
착공하여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TSMC의 초기 설비투자액은 약 70억 달러(약 8,000억 엔)이
고, 소니그룹의 소니세미컨덕터솔루션즈는 TSMC와의 합작회사에 약 5억 달러(약 570억 엔)를 출자하여
지분 20% 정도를 취득한다는 계획임.20)
19) 「TSMC,日本に拠点」(2021. 2. 9),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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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에서 제조하는 반도체는 회로선폭이 22~28nm이고, 화상 센서에 필요한 연
산용 반도체임. 월 생산능력은 300mm 웨이퍼 환산으로 4만 5,000매임. 소니 입장에서는 TSMC와의 제
휴로 스마트폰에 이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차량용 센서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전략임.

- 일본정부의 반도체 국내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례는 대만 TSMC가 제1호 안건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TSMC의 투자금액 약 8,000억 엔 중 절반인 4,000억 엔을 일본정부가 보조한다는 계
획임.
◦ 관련 법안은 고속통신규격 5G 개발기업을 보조금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등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반도체를 추가하여 금년 12월의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21)
◦ 재원은 금년 말에 편성되는 2021년도 추경예산에서 수천억 엔을 확보하고,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
합개발기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예정임. 정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는 공장 가동 후 안정적인 생산과
투자, 기술 개발은 물론 공급망 불안 시 증산 요구에 응할 것과 기술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관련법 준
수가 거론되고 있음.

- 일본정부의 TSMC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첫째, WTO 위반 가능성, 둘째 공급망 강화를
통한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기여도를 놓고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첫째, WTO의 정부 산업보조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보조금과 국산 부품
및 소재 사용의 조건부 국산품 보조금은 명백한 협정 위반(‘레드 보조금’)이고, 이번 일본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은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엘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함. 일본정부의 보조금 운
용 여하에 따라서 다른 국가의 WTO 제소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둘째, TSMC가 구마모토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가 아닌데다 많은 종류의 반도체 중
극히 일부라는 점, 나아가 양산 개시시점인 2024년에는 반도체 수급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
도체 공급망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

2) 배터리 산업 공급망 강화
■ 2021년 11월 일본정부는 차량용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배터리 공장의 국내 건설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22)
- 일본정부의 첨단 배터리 전용 보조금 신설은 차량용 혹은 재생에너지용 배터리 공장의 국내 유치가
목적인데, 보조대상 기업으로는 배터리 제조·소재 업체와 리사이클 기업을 상정하되, 배터리 공장의
초기 투자금액을 수백억 엔에서 1,000억 엔으로 보고 공장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임.
◦ 정부 보조금 규모는 당정간 논의 중인데, 일단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약 1,000억 엔을 계상할 예정

- 일본정부는 자국 배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20) 「台湾TSMC,日本工場に8000億円.ソニー570億円出資」(2021. 11. 9), 『日本経済新聞』.
21) 「TSMC新工場に政府補助 経済安保と公正さ、両立課題」(2021. 10. 15), 『日本経済新聞』.
22) 「政府、EV電池国内生産後押し·工場建設に補助金」(2021. 11. 16),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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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본정부는 EU의 ‘European Battery Alliance’ 회원국이 2019년 12월 총 32억 유로의 배터리
보조금을 거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금년 1월에는 46개 ‘배터리혁신투자’ 프로젝트에 약 29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주목
◦ 2019년 차량용 배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의 파나소닉(28%)이 중국 CATL(20%), 한국 LG
화학(14%)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가격경쟁력 저하로 중국과 한국 기업에 도전을 받
고 있음(그림 3 참고).
◦ 배터리 소재산업에서도 일본기업은 양극재나 분리막 분야에서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
차전지 원료인 리튬의 채굴·정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짐(표 3 참고).
그림 3. 주요 기업별 차량용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2016년

2019년

자료: 経済産業省(2021. 7), 「次世代蓄電池·次世代モータの開発プロジェクトに関する研究開発·社会実装の方向性」.

표 3. 일본의 배터리 소재 분야 경쟁력(2019년)
양극재
음극재(흑연)
전해액
NCA(원통형배터리용)
NCM(각/적층형)
기업(국적)
기업(국적)
기업(국적)
기업(국적)
17% 広州天賜(중)
스미토모금속광산(일) 59% 니치아화학(일) 10% BTR(중)
22% Umicore(벨)
9% 上海杉杉(중)
14% 新宙邦(중)
ECOPRO(한)
14% 長遠(중)
8% 江西紫宸(중)
14% 国泰華栄(중)
BASF토다(독·일)
13% MU아이오닉솔루(일)
広東凱金(중)
쇼와덴코재료(일) 10%

분리막
기업(국적)
15% 상하이에너지(중)
13% 아사히카세이(일)
11% SK이노베이션(한)
10% 토레이(일)

18%
14%
12%
8%

주: 수치는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자료: 経済産業省(2021. 7), 「次世代蓄電池·次世代モータの開発プロジェクトに関する研究開発·社会実装の方向性」.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7월 국내 첨단 배터리 공장입지 확충, 연구개발 지원 강화, 규범 형성을 골자로
한 배터리 공급망 강화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음(그림 4 참고).
- 일본정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100% 전
동차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배터리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240만 대 상당의 100GWh분 배터리
제조가 가능한 공장을 국내에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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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1월 일본정부가 발표한 첨단 배터리 공장 국내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은 금년 7월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대응방향의 연장선에서 비롯된 것임.
그림 4. 일본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대응방향(2021년 7월)

자료: 経済産業省(2021. 7), 「次世代蓄電池·次世代モータの開発プロジェクトに関する研究開発·社会実装の方向性」를 기초로 작성.

다.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 2021년 1월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통한 대중(對中) 포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관여하고 있는 쿼드 4국간 공급망 강화 분야는 희토류와 반도체·5G 분야로 집약됨.
- [희토류] 금년 3월 쿼드 4국 정상은 희토류 공급망의 분산 필요성을 확인하고, 희토류의 생산기술 개
발이나 개발자금을 서로 융통하고 공동관리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함.
◦ 쿼드 4국 정상이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첫째,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저렴하게 희토류를 정
제하는 기술의 공동개발, 둘째 희토류 채굴·정제에 대한 협조융자(co-finance), 셋째, IEA가 희토류 비
축량을 각국에 보고하고, 중국의 수출규제에도 제동을 거는 방안임.24)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호주산 광석을 미국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지원하고,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반도체·5G] 금년 9월 쿼드 4국 정상은 반도체의 공급망 구축방침을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공
동문서를 채택함. 중점협력 분야로서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명시하고, 첨단기술이 감시나 억압 등 권
위주의 체제 유지에 오용·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반도체 공급망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는 “쿼드 4국의 공급능력을 조사·확인하여 취약한 분야를 특정한 후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을 명시
23) 経済産業省(2020. 12. 25),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24) 「レアアース調達、日米豪印が協力. 調達網を再構築」(2021. 3. 11),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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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의 기술 유출·악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통신규격 5G를 예로 들면서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기술
유출이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한다”는 방침을 명시

- 지난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고, 중국
의 경제안전보장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 5G 최첨단 통신기술 개발에 양국이 총 45억 달
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4. 평가와 시사점
■ [경제책략]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경제책략’을 답습하여 수출
통제, 기술수출 통제, 외자규제 강화, 외국인의 토지거래규제 강화, 정부조달 금지와 관련된 조치들을 단행하
고 있음.
- 일본정부의 경제책략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나, 2019년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본은 언제든지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책략 중에서도 기술수출 통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 민감
기술의 해외유출방지책과 관련하여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안은 간주수출 통제 강화, 특허의 공개 제
한,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신흥기술 수출 통제 등 4가지임.
◦ 이들 4가지 쟁점 중 간주수출(deemed export)에 대한 통제문제는 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며, 특허의 공개 제한은 2022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에 구
체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문제는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고, 신흥기술 수출 통제
문제는 미국이 신흥기술을 특정하고 수출 통제를 본격화할 경우 일본도 뒤따를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의 기술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이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간
특허분쟁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표 4. 일본의 경제책략 동향
유형

내용
- 리스트 규제: 2019년 7월 「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 개정→대한(對韓) 수출규제
수출 통제

무역정책

기술수출 통제
외자규제 강화
투자정책

외국인의 토지거래
규제 강화
정부조달 금지

자료: 본문 내용 정리.

강화
- 캐치올 규제
- 2021년 6월 「외환법 운용에 관한 통달」을 개정하여 ‘간주수출’ 통제 강화
- 2019년 11월 「외환법」 개정→외국인투자자가 ‘코어 업종’에 속한 일본기업의 지
분 획득을 엄격히 통제
- 2021년 1월 「중요토지이용규제법」 제정→특정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토지
매입을 규제
- 2018년 12월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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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급망 강화]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지원정책(2020년 4월)에 주력하였으나, 2021년 들어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을 전략물자화
하는 방향으로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
- 첫째,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와
반도체· 배터리의 국내 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임.
◦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코로나19 경제대책(제4탄)에서 5,000억 엔 규모의 경제안전보장 관
련 기금을 설치하여, 첨단 중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정부가 ‘특정’하는 첨단 중요 기술과 구체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일본정부의 대만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WTO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WTO 제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되, 최근 EU
의 배터리 제조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사례**도 함께 검토할 필요
* 일본정부는 「보조금 등 예산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년 12월의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TSMC의
투자금액 약 8,000억 엔 중 절반인 4,000억 엔을 일본정부가 보조한다는 계획
** EU 집행위원회는 금년 1월 46개 ‘배터리혁신투자’ 프로젝트에 약 29억 유로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둘째, 일본의 반도체 전략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의 로직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TSMC
유치전략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대세임.
◦ 그럼에도 장기적 시각에서 일본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분야*와 반
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분야**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직 반도체의 설계·개발 프로젝트는 ① 포스트 5G 정보 시스템 관련 반도
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 ②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 프로젝트 ③ 차세대 자동차 컴퓨팅 기술 개발 등 3가
지임.
** 일본정부는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파워반도체와 광전자 반도체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 셋째, 배터리 산업 공급망 강화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산업은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2.0 전략’은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2020년 이차전지 소재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양극재 19.5%, 음극재 8.3%, 분리막 19.7%, 전해액
12.1%이며, 2019년 기준 해외의존도는 양극재 47.2%, 음극재 80.8%, 분리막 69.5%, 전해액 66.2%임.25)

◦ 우리 정부의 경제안전보장전략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물자 분야에서 소재, 부품, 장비 등 중간재의 공
급망 강화전략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소부장 2.0 전략’과 같이 연구개발(R&D)과 실증 테스트베드
등 기반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외의존’을 낮춰가는 전략이 중요

- 넷째, 2010년 소위 ‘센카쿠열도 분쟁’을 계기로 일본정부와 기업이 취한 희토류 대책과 최근 반도체
공급망 불안에 대한 닛산자동차 등의 대응은 참조할 만한 사례임.

25) 관계부처 합동(2021. 7),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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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2012년 ‘희귀금속 등 광물자원확보 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희토류의 대중(對中) 의존도
는 2009년 90%대에서 2015년경부터 60%대로 하락함. 2015년 혼다(Honda)와 대동특수강(大同特殊鋼)
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 모터에 사용하는 자석에 디스프로슘(Dy)을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개발하였
고, 일본전산(日本電産)은 희토류가 필요 없는 모터 기술을 개발함.
◦ 닛산자동차는 현재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브레이크나 속도계를 제어하는 특수
주문 차량용 반도체를 산업기계용과 같은 일반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판 설계를 변경한다는 계획
이며, 후지츠제네랄은 에어컨 기판 설계를 수정하여 반도체 종류를 줄이고, 디스코는 반도체 제조장치마
다 약 50종을 사용하는 제어용 반도체를 4종류로 줄인다는 계획임.26)

■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우리 정부는 아직 쿼드 참여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쿼드
4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희토류, 5G·반도체의 공급망 확보방안은 그 방안 자체가 갖는 의의도 크고, 쿼드하에
서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호기’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추진] 기시다 내각은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을 상정할
계획인데, 과연 대중(對中) 견제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며, 법률의 기본이념이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재 법안은 특허의 공개 제한,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27)
◦ 첫째, 특허의 공개 제한 분야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특허는 일정 기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고, 둘째 공급망 강화 분야에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을 중요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법안에 지원조치를 명시하는 것, 셋째 ‘Beyond 5G’나 양자암호 등 첨단기술의 연
구개발 지원책을 법제화하는 것, 넷째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통신이나 운송, 금융 등 기
간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쟁점임.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가칭)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로서는 국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의 연구개발 지원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6) 「日産,半導体を汎用品で代替. 特注品の調達リスク回避」(2021. 11. 17), 『日本経済新聞』.
27) 「重要物資の国内基盤強化.経済安保法案、近く準備室」(2021. 11. 18), 『JIJI.COM』, 時事通信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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