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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대내외적으로 반중정서가 유례없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유화적인 대중정책을 펼 이유는 없음.
-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 중국을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 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일관하며 불법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 대중정책의 핵심은 ‘동맹의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할 수 있음.
- 미국 전략의 핵심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는 것과 미·중 관계를 포함해서 ‘가치’를
미국 외교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임.

▶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압박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장기전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으로는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가 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들 수단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추가적인 움직임도 있음.
◦ 2월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 3월 미국 내 ICT 공급망 보호조치, 3월 「외국기업책임법」 도입 시작 등
- 이에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2035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쌍순환(雙循環) 발전전략’과 ‘기술혁신’을
중국정부의 중장기 핵심 정책방향으로 삼음.
◦ 쌍순환 전략의 목적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가치사슬 구축에 있으며, 2035 중장기 발전전략
은 기술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두 배 수준의 GDP 달성을 목표로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감과 힘(confidence and strength)의 회복’에 기반한 대중국 정책을 펼 것으로 전
망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리더십 회복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리더십 회복의 문제는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내 문제 해결은 공급
망 재편과 첨단기술의 비교우위 유지를 통한 미국경제 쇄신 및 국내산업 기반 강화와 직결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미·중 간 대립은 인권문제,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 △한미·한중 네트워크 강화 △공급망 재편의 위협요인 분석 및
기회요인 활용 △법제도 정비 △유사 상황국과의 연대 등을 중요한 대응방향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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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
가. 개요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대내외적 반중정서가 유례없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유화적인 대중정책을 펼 이유는 없음.
- 미국의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 중국이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 주의 국가로 △경제적으
로는 불공정 행위를 일관하며 불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2021년 3월에 발간된 퓨리서치센터(Pew Rsearch Center)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70%가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중국의 인권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55%가 중국인 유학생의 숫자
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53%가 통상문제에서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그림 1. 최근 미국의 대중 인식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1. 3. 4),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03/04/most-americans-support-tough-stance-toward-chi
na-on-human-rights-economic-issues/.

■ 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향후 미국은 인권문제와 함께 첨단기술,
공급망 분야 등 전 방위적으로(whole-of-government)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기조가 옳았다.”
- (2021년 3월 앵커리지 미·중 회담) “신장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제 행위 등 중국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규범에 기초한 세
계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내정문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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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대중정책이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하에 부분적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트럼프의 대중정책과 오바마의 대중정책을 절충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임.
⇒ Containment + Engagement = ‘Congagement’ (봉쇄와 포용의 절충)

- 기존의 대중정책을 완전히 리셋(reset)하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중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지 결정하는 작업이 우선될 것임.

■ 바이든 정부 대중정책의 핵심은 ‘동맹의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할 수 있음.1)
- 미국 전략의 핵심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는 것 △미·중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
인지를 포함해서 ‘가치’를 미국 외교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임.

나. 바이든 정부의 통상원칙과 대중정책
■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직후인 11월 16일, 델라웨어주 윌밍턴(Wilmington, DE)에서 통상 3원칙을 언급함.
① 국내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
◦ 이는 국내 중시, 공급망 재편, 그리고 국내 첨단기술 투자정책이 강조될 것임을 시사

② 노동 및 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통상교섭
◦ 이는 가치 중시와 연결되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노동 및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
국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

③ 제재관세 등 징벌적 수단의 비활용
◦ 이는 다자 중시 기조와, 대중 추가관세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함과 동시에, 동맹을 활용한 대중 압박이 강화될
것을 시사

■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대립(또는 경쟁)의 모습을 모두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1. 바이든 정부의 대중 ‘Congagement’ 정책
Engagement
협력 및 개선 가능 분야
∙
∙
∙
∙

기후변화
코로나19
관세
대만

Containment
협력 불가능(대립) 분야
∙ 공급망 재편(‘Make It in America’,
‘Supply American’, ‘Buy American’)
∙ 첨단기술(‘Innovate in America’)
∙ 가치(인권, 민주주의)
- 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문제

1) Joseph R. Biden, Jr.(2020), “Why America Must Lead Again,” Foreign Affairs, March/April.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4.8.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 기후변화, 코로나19, 군비축소 문제 등에서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공급망, 첨단기술,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전망됨.
- 대만 문제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 판매를 위해 양안(兩岸) 관
계를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친 바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상반된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①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떠나 대중 견제에 있어서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 ② 다른 한편으로 대만 문제
로 중국을 자극하기보다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원론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시각
◦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①의 해석이 더 적합해 보이며, 중국의 태도에 따라 대만을 활용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1월 20일 샤오메이친(蕭美琴) 중화민국 대만 주미 대표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대만 주미 대
표의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1979년 이후 처음)
* 3월 26일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2) 전략 아래 대만과 ‘해안 경비대 워킹그룹’ 설립에 합의
* 3월 28일 팔라우 주재 미 대사 대만 방문(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은 1979년 이후 처음)

다.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에 나타난 대중정책
■ 2021년 3월 3일 백악관은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을 발표
- 이 지침에서 중국 관련 직접적인 언급(‘China’ 또는 ‘Chinese’)이 총 18차례 등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 서론(중국 한 차례 언급)
- 미국은 민족주의의 부상, 민주주의의 퇴보, 중국 및 러시아 등 기타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일
상생활의 모든 면을 변화시키는 첨단기술 발전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인식

■ 글로벌 안보 환경(중국 세 차례 언급)
- 미국은 세력 분포의 변화로 새로운 위협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은 급속도로 공세적으로
(assertive) 변모하는 중이라고 언급
-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명시
-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을 견제하고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 방어를 방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식

2) Free and Open Indo-Pacific(F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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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중국 15차례 언급)
- [동맹 강조] 미국은 동맹 없이 독자적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없음을 강조
◦ 민주주의 동맹을 통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통일된 비전을 제시하며 △효과적인 국제규범을 만들고 △중
국이 이를 따르도록 만듦.
◦ 이것이 바로 미국이 NATO, 호주,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현대화·투자·재확인하는 이유
◦ 동맹국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방어·강화하고, 효율적인 국방 투자를 통해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며, 집단 안보,
번영, 민주적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에 대응
◦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영향력을 결집하고, 공동의 힘과 결의를 보여줄 것

- [첨단기술에 투자] 점차 공세적으로 변화하는 중국의 전략적 도전에 맞서 과거 플랫폼 및 무기체계에서
벗어나 미래 군사 및 국가안보를 결정지을 최첨단 기술과 역량에 투자
- [글로벌 리더십 회복] 공세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국에 앞서기(outcompete)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 경제,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
◦ 미국의 신뢰와 진취적인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을 통해 중국이 아닌 미국이 글로벌 어젠다를 선정하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제규범(global norms)과 합의를 형성

- [중국의 도전에 응전] 상술한 미국의 핵심 강점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중국정부의 행동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경우 중국의 도전에 직접 응전
◦ 많은 분야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불공정한 이익을 추구하고, 공격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개방적이고 안
정적인 국제 시스템의 핵심인 규칙과 가치를 훼손
◦ 미국은 △미국 노동자들을 해치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 △미
국의 첨단기술과 신흥기술을 약화시키며 전략적 우위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에 맞설 것
표 2.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에 나타난 세부 분야별 미국의 대중전략
분야

내용

◦ 기술 및 공급망

미국은 중요한 국가안보 기술 및 의료 용품 공급망의 안전성 확보

◦ 항행의 자유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항해·항공의 자유를 포함한 공공재(global commons)에 대한 접근을 계
속해서 방어

◦ 군사·외교

미국은 외교적·군사적으로 동맹국을 방어

◦ 정치적 선택

중국의 이웃 국가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중국의 강압이나 과도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대일로 대응

미국은 중국 주도의 개발이 아닌 현지 주도(locally-led)의 개발을 촉진

◦ 대만

미국은 오랜 약속에3) 따라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인 대만
을 지원

◦ 중국 내 비즈니스

미국은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할 때 미국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인권문제

홍콩, 신장, 티베트 등지의 민주주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것

◦ 동맹과 연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미국은 뜻이 맞는 국가들과 공통된 접근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자료: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pp. 20-21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1979년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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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협력]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미국은 전략적 안정성을 위해 중국과 군비 축소 및 새롭게 부상하는 군사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할 것
◦ 미국은 중국과 실질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외교를 수행하고, 오인과 오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 미국은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안보, 군비 통제, 핵 비확산과 같은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협력을 환영

- [인재 유치] 미국정부는 기후변화, 글로벌 공중 보건, 신흥기술 및 중국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있어
서 민간부문의 중요한 인재를 연방정부에 유치

2. 최근 미국정부의 대중 제재 동향 및 중국의 대응
가. 대중국 제재 수단과 대중 압박 강화
■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은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로 요약할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일한 수단을 활용한 대중 압박정책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된 추가적인 움직임도 엿보임.
표 3.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
구분

관련 법

주관 기관

핵심 키워드

수출제재

ECRA, EAR4)

상무부, BIS5)

Entity List

수입제재

NDAA 2019 889조6)

각 부처

정부조달

투자제재

FIRRMA7)

CFIUS

TID8)

금융제재

IEEPA9)

재무부, OFAC10)

SDN list11)

자료: 저자 정리.

1) 수출제재 강화
■ [수출통제 기술 확대] 수출통제를 위한 기술 분야는 최초 14개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20년 10월 백악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에서 미국이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20개 기술을 명시함.
4)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5)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6) 2019년 「국방수권법(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 889조 「특정 통신 및 영상 감시
서비스 또는 장비의 금지(Prohibition on certain telecommunications and video surveillance services or equipment)」.
7)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8) Critical Technology, Critical Industry, Sensitive Data.
9)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0)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11)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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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관리규정(EAR)」도 2018년 ECRA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수출통제를 위한 신흥기술
및 기초기반 기술 분야가 37개로 확대됨.
- [Entity List의 지속 활용] 바이든 정부 들어서 아직까지 중국기업이 Entity List에 추가된 적은 없으나,
대부분의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은 이미 Entity List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임.

표 4. 미국의 중국기업 Entity List 추가 일지
일시

이유

산업

1

2018. 10. 30

국가안보

반도체

2

2019. 5. 15

국가안보

5G

3

2019. 6. 24

슈퍼컴퓨터

4

2019. 8. 14

5

2019. 8. 19

국가안보
기술탈취
국가안보
국가안보

6

2019. 10. 7

신장위구르 인권

AI

7

2020. 5. 22

신장위구르 인권

AI, 사이버보안,
로봇, 슈퍼컴퓨팅

8

2020. 7. 20

신장위구르 인권

바이오, 고속철도

9

2020. 8. 17

국가안보

10

2020. 8. 26

남중국해

11

2020. 12. 18

국가안보, 인권

반도체, 5G
ICT, 해저케이블,
건설
드론, 반도체,
우주항공

원자력발전
5G

대표기업
JHICC(福建省晋華集成電路有限公司)
Huawei 본사 및 계열사 포함 68개사
Sugon, Higon 등 5개사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oration과 그
자회사 등 4개사
Huawei 해외 계열사 46개사
Hikvision, Dahua Tech, iFLYTEK, SenseTime,
Megvii 등 28개사
Qihoo 360, CloudMinds Inc. 등 24개사
Xinjiang Silk Road BGI, Beijing Liuhe BGI, KTK
Group 등 11개사
Huawei 해외 계열사 38개사
CETC-7, CETC-30, Shanghai Cable Offshore
Engineering 등 24개사
DJI, SMIC, NucTech를 포함한 60개사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군 관련 기업 리스트 신설] 2020년 12월 23일 상무부 BIS는 「수출관리규정(EAR)」에 군사 최종 사용자
목록(MEU: Military End-User List)12)을 새롭게 추가하고, 102개 기업을 등재함(57개 중국기업, 45개
러시아 기업).
◦ 이것은 2020년 4월 강화된 MEU 규제 자체를 재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BIS에서 잠재적인 수출업자, 재

수출업자 및 양도자로 하여금 위험을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임.

2) 수입제재 강화
■ [NDAA 2019 889조] 2020년 8월 13일 제2단계 발효
- 2단계 조치(표 5 참고)에 따라 Huawei, ZTE, Dahua Technology, Hikvision, Hytera 제품의 제거 대
상 기기 및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통신 감시 관련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연방정부 기관 조달을 금지함,
- 이에 따라 중국기업 5개사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 과감한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강요당하고 있음.
12) Supplement no. 7 to part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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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NDAA 2019 889조 연방 정부 조달 금지 조치

제1단계

2019. 8. 13 시행

연방정부가 서버, 라우터, 감시 카메라 등의 통신 감시 관련 장비 및 서비스(이하 “제
거 대상 기기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Huawei, ZTE, Dahua Technology,
Hikvision, Hytera(이하 ‘중국기업 5개사’)가 만든 제품, 부품, 서비스 등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금지

제2단계

2020. 8. 13 시행

중국기업 5개사 제품의 제거 대상 기기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해 연방정부 기관 조달 금지

자료: NDAA 2019 889조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대통령령(E.O. 14017, ‘America’s Supply Chain’)에 따라
2021년 2월 24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은 4개 분야 공급망의 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함.
- 직접적 배경: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의 의료 종사자용 개인 보호장비 공급 부족 및 최근의 반도체 칩 공
급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산업계의 타격에서 비롯됨.
표 6. 100일 내 검토가 필요한 공급망
담당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공급망
반도체 제조·첨단 패키징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포함한 대용량 배터리

국방장관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보건복지장관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API)

자료: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E.O. 14017)”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또한 △방위산업 △공중보건 및 생물학적 위기 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운송 △농산품 및
식품 생산의 각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 역시 1년 이내에 공급망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함.
◦ 평가 시에는 대상 품목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 정보, 사이버, 국토 안보, 보건, 기후, 환경, 자연, 시
장, 경제, 지정학적, 인권 및 강제 노동 위험 또는 공급망을 방해·위축·위협·제거할 수 있는 기타 우발 상황을
모두 검토하도록 함.
◦ 한편 주요 생산 시설의 위치, 국내 생산 능력, 주요 대체품의 가용 여부, 기존 공급망을 지원하는 물류 시스
템의 역할 등과 함께 동맹국의 관련 정책을 포함한 유사시의 공급망 회복력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함.
◦ 보고서에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리쇼어링 및 국내 공급 개발, 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국내 공급망에 중복성(redundancy) 구축, 비축 확보 및 확대, 인적 역량 개발,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
성 향상, 연구개발 확대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정책 제언도 포함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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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제재 강화
■ 2020년 5월 「FIRRMA 법」 개정 및 9월 최종 규정 발효를 통해 사전심사 범위를 기존 북미산업 시스템분류(NAICS)상
27개 산업이 아닌 핵심 기술·핵심 인프라·민감한 개인정보(TID) 및 수출통제 연관성으로 확대함.
- 최근에는 직접적인 기업인수 거래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안보를 근거로 중국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규제하는 사례도 발생함.
그림 2. 국무부의 클린네트워크 프로그램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바이든 정부는 클린네트워크 프로그램 유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2월 24일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 제품의 대중국 의존도 또는 중국
관련성을 낮추기 위해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성격상, 클린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명칭이
바뀌더라도 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표 7 참고).

표 7.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ICT 기업 영업규제 동향(ICT 공급망 보호)
일시

내용

2021. 3. 17

상무부, 미국 내 중국 ICT 기업에 소환장 발부

2021. 3. 17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hina Unicom, Pacific Networks, ComNet의 미국 내
영업허가 취소 절차 돌입

2021. 3. 22

미국 내 정보통신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13873의 최종 규정 발효

- 또한 5G 및 6G 기술과 관련한 대중국 압박 강화조치가 2021년도 「국방수권법(NDAA 2021)」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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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NDAA 2021 SEC.1058
미국 장비 및 군부대 주둔 관련
국방장관은 화웨이와 ZTE 등 위험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5G 또는 6G 통신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국가
내에서의 미군의 인력, 장비, 운영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
을 고려해야 한다.
① 무기 시스템, 군부대, 또는 인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둔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와 노력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
② 무기 시스템, 영구적으로 배치된 군대, 또는 인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개별적으로 또는
주둔국과 협력하여 취하고 있는 모든 조치
③ 위험성 있는 인프라의 위험 완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둔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합의
④ 국방장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기타 문제

■ 2018년 미국의 「FIRRMA 법」 제정은 최근까지 일본, EU,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2019년 4월 10일 EU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엄격화 규제((EU) 2019/452) 도입, 2020년 3월 25일 가이
드라인13) 발표, 2020년 10월 11일 EU 외국인직접투자 감시제도(EU Framework for Scree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격 시행

표 9.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동향

투자심사
강화 일자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20. 4. 18

’20. 6. 23
’20. 11. 11

’20. 4. 29
’20. 7. 23

’20. 4. 8
’20. 7. 16

’20. 4. 8

’19. 11

4) 금융제재
■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가능성도 높아짐.
- 현재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홍콩의 자치권 및 민주주의 문제,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와 관
련하여 특정 중국 인사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행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됨.14)

13) “Guidance to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ree movement of capital from third countries,
and the protection of Europe’s strategic assets, ahead of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19/452 (FDI Screening Regulation)”
14) Axios(2021. 2. 8), “Interview: Former NSC director Lisa Curtis on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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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중국 인사를 대상으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제재 동향
일시

내용

2021. 3. 17

재무부는 「홍콩자치법」 관련 24명을 금융제재 리스트(SDN List)에 추가

2021. 3. 22

국무부는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캐나다 영국과 공동성명 발표

2021. 3. 22

재무부는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관료 2명을 금융제재 리스트에 추가

- △연방퇴직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 차단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통한 중국기업의 회계감사 도입 △중국 본토 기업들의 자본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홍콩의 특별지
위 철회 등과 함께,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표 11 참고).
- 재무부는 2020년 12월 14일 Non SDN Menu-Based Sanctions List를 새롭게 도입하고 Non-SDN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Sanctions(NS-CCMC)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표 11. 최근 미국의 대중국기업 금융제재 움직임
일시

내용

2020. 5. 13

백악관은 연방퇴직연금(TSP: Thrift Savings Plan)의 중국 주식 투자를 차단

2020. 5. 20

상원에서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통과
◦ 美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외국 정부의 소유지분 공개 추진
◦ 외국기업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해야 함
◦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224개 기업 중 213개가 중국 및 홍콩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음
◦ 2020. 12. 18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

2020. 7. 14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인 7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36)을 통해
해외 자본과 중국 본토 기업들 간의 연결 통로인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

2020. 11. 12

2020년 11월 12일: 트럼프 정부는 재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59)을 통해 2021년 1월
11일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

2020. 12. 14

미국 재무부의 OFAC는 새롭게 NS-MBS 리스트 도입

2020. 12. 23

미국 산업안보국(BIS) EAR 규정에 MEU(Military End User) 리스트 새롭게 도입하고, 57개 중국회사
등재

2021. 1. 11

Executive Order 13959가 발효되었으며, 2021년 11월 11일까지 투자금 회수 필요

2021. 3. 24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외국기업책임법(HFCA)」의 잠정 최종 규칙의 일부를 도입하기 시작

자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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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대응
■ 중국은 ‘지구전’ 또는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중 간 통상분쟁이 한창이던 2019년 5월, 시진핑 주석은 장시성(江西省) 위두현(于都縣)을 방문하고 대
장정 기념탑을 참배함.
◦ “지금은 새로운 대장정이다.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한다(现在是新的长征，我们要重新再出发!)”고 발언15)

- 중국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국 특색에 맞는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자 함.

■ 중국은 2021년 3월에 개최된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
중장기 발전전략」의 세부 내용을 승인함.
- 「14차 5개년 계획」, 「2035 중장기 발전전략」의 핵심 정책방향은 ‘쌍순환(雙循環, Dual Circulation) 발
전전략’과 ‘기술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쌍순환 전략은 미국의 무역·투자·금융 제재와 같은 외부 리스크 노출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국내 경제의 순환을 중심으로 국제 순환 발전도 촉진하겠다는 전략임.
- 미·중 분쟁의 격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에 자
체 산업사슬(self-reliant supply chain)을 구축해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읽힘.

■ 중국은 미국의 기술 탈동조화(Tech Decoupling) 전략에 맞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R&D 지출을 2025년까지
매년 7%씩 증액하여 ‘혁신형 국가’를 달성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2배 수준의 GDP 달성을
목표로 함.
- ‘혁신’을 중국 현대화 건설의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强)’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바탕으로
삼음.
◦ 「과학기술 강국 행동 요강(科技强国行动纲要)」을 제정하고 핵심 기술의 확보 도모
◦ 국가전략적 수요에 따라 안보와 발전 전반에 걸친 첨단기술 및 관련 기초 연구에 주력

- 중국의 긴박한 수요와 장기적인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염병 및 생물 안전 관련 리스크 방지 △의
약·의료 시설 △중요 부품과 기초 재료 △석유·천연가스 탐측·개발 등의 분야에서 혁신 기술 개발에 자원
을 집중함.
◦ 14차 5개년 계획과 2035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주목한 첨단기술 분야: ① 인공지능(AI) ② 양자통신 및 양자
컴퓨팅 ③ 반도체 ④ 뇌과학 ⑤ 유전자 바이오 기술 ⑥ 임상의학 ⑦ 심해, 극지, 우주 관련 기술
15) CCTV.com(2019. 5. 21), 「重温长征精神！习近平：现在是新的长征，我们要重新再出发」, https://m.news.cctv.com/2019/05/21/ARTIYpJv
4b3MQQCDvzzcq1Nq19052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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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은 미국식의 수출통제 및 투자제재 강화 조짐도 보이고 있음(표 12).
- 당장의 활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사전에 법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보임.

표 12.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도 정비 동향
일시

내용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조정

2020. 8. 28

∙ 수출 제한 항목에 첨단기술 항목 23개를 새롭게 추가
∙ 수출 제한·금지 항목이 164개로 증가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3개 항목은 △유전자 공학 △3D 프린팅 △항공·우주 △드론 △정보보
안·암호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발표

2020. 9. 19

2020. 10. 17

∙ 중국판 Entity List 등재 기준과 제재수단 명시
∙ 기준: ①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 침해 ② 시장거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 기
업 또는 개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중국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채택 2020년 12월 1일 발효16)
∙ 미국 ECRA와 유사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办法)」 발효

2021. 1. 9

2021. 1. 15

∙ 부당한 외국법을 따르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인민법원)
∙ 피해를 입은 중국기업들에 정부의 지원 가능
「희토류조례(의견수렴안)稀土管理条例(征求意见稿)」 발표
∙ 희토류 수출입 관리
「외국인투자안전심사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 발효

2021. 1. 18

2021. 1. 29

∙ 미국 FIRRMA와 유사
∙ 중국 전역에 적용 가능한 신형외자관리 시스템 도입
∙ 중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기초 전자부품 산업발전 행동계획 2021~2023」 발표
∙ 반도체, 센서, 광통신, 배터리, 소프트웨어 관련 자체 공급망 구축

3. 전망과 시사점
가. 전망
■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서 나타나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감 과 힘(confidence and strength)’의 회복에 기반한 대중국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됨.
- 자신감 및 힘의 회복을 위해서 바이든 정부는 ①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②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
으로 보임.
16) 아직까지 실제 사례는 없으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0년 10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을 제재할 계획이며,
록히드마틴, 보잉 디펜스, 레이시언 등 방산업체 3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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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미국의 대중국 정책
목적

자신감과 힘의 회복

수단

글로벌 리더십 회복

국내 문제 해결

관련 분야

가치(인권,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첨단기술

자료: 저자 정리.

- 글로벌 리더십 회복의 문제는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 홍콩, 신장위구르 인권 및 민주주의의 문제를 두고 미·중 간 대립 가능성이 커 보임.
◦ 기후변화,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 관계의 회복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

- 국내 문제 해결은 경기회복의 문제와 직결되며, 공급망 재편 및 첨단기술의 비교우위 유지를 통한 미국경
제의 쇄신 및 국내산업 기반 강화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추가관세나 대규모 금융제재는 당분간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
며,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17) 향후 대중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특정 기업을18) 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제재에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중 간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공급망 재편이 모든 제품의 완전한 미·중 간 디커플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미국 역시 중
국을 완전히 배제한 공급망 구축은 불가능함.
◦ 미·중 1단계 합의로 중국은 미국의 장기적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이
금융시장도 개방함에 따라 미국의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따라서 미·중 간 디커플링은 안보와 관련된 특정 품목의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위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첨단기술] 일부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의한 중국과의 공급망 및 기술 디커플링(Tech Decoupling)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큼.
- [미국 내 산업계의 지지 대두] 미국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될 것
으로 전망되며, 과거와 다르게 미·중 간 기술 디커플링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와 함께 산업계의 지
지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음.
◦ 전 Google CEO Eric Schmidt 등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2020년 말에 발간한 “Asymmetric
Competition: A Strategy for China & Technology” 보고서에는 “중국은 기업 스파이 활동, 불법 감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모호한 경계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등 미국과는 다른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
문에 양국간 어느 정도의 디커플링은 불가피하며 바람직하다”고 언급
17) The Wall Street Journal(2021. 3. 28), “New Trade Representative Says U.S. Isn’t Ready to Lift China Tariffs.”
18)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CCMC: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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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Eyes] 회원국간 정보 협력에서 전략물자 및 첨단기술 관리 협력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제재 우려] 미국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중국은 자체적으로 법·제도 정비를 통해 대응해오고 있으므
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대중 제재에 응할 경우 중국정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
- [첨단기술 디커플링 상황] 시장에서 보는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과거 2년간 미국 기술기업 주가(QQQ)와 중국 기술기업 주가(CQQQ)의 동조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아직까지
첨단기술 분야의 디커플링이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음.
② 2020년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대중 제재 완화 기대감으로 중국 기술기업들의 주가(CQQQ)가 빠르
게 상승한 것으로 보임.
③ 그러나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정부하에서 행해진 그 어떤 대중국 제재도 완화되지 않
았으며, 앞으로도 완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 기술기업들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 미국의 금융제재(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및 투자자금 회수 + 「외국기업책임
법(HFCA)」 도입에 의한 미국 회계감사 부담)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그림 3. Invesco QQQ ETF vs. CQQQ ETF 성장률19)

자료: Yahoo Finance(검색일: 2021. 3. 27).

■ [공급망] 미·중 양국 모두 국가안보·전략상 중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2월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조사를 명령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의약품
이외에, 추가적으로 NDAA 2021 Sec. 849에서 위 네 가지 품목과 함께 명시된 △흑연(Natural or
synthetic graphite) △카본 파이버(Coal-based rayon carbon fibers) △알루미늄(Aluminum and
aluminum alloys)과 관련한 공급망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재편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19) Invesco QQQ는 미국의 기술기업, CQQQ는 중국의 기술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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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도 2021년 1월 29일 「기초 전자부품 산업발전 행동계획 2021~2023」을 발표하는 등 자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원천기술 공급이 차단될 경우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
한 RCEP 또는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큼.
◦ (2020. 12. 30)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 합의
◦ (2021. 3. 9) 중국은 RCEP 회원국 중 가장 먼저 RCEP 비준

■ [인권문제] 미국이 인권문제를 강조할수록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국가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다시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로 이어져 양국 중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양국 간 대립은
악순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됨.
-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는 미국 내에서 ‘전랑외교(Wolf Warrior Diplomacy)’,20) ‘샤프 파워(Sharp
Power)’,21) ‘포식성 자유주의(Predatory Liberalism)’22) 등의 단어로 자주 묘사되고 있음.

그림 4. 인권문제와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자료: 저자 작성.

나. 대응방향
■ [핵심 기술 개발의 중요성]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력 보유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일본은 미·중 간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미
국 편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콩의 ‘일국양제’나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까지 일본을 향해 특별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산업계에서는 중·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평가하고 있음.

20) The Washington Post(2021. 3. 20). “The Biden administration gets a taste of China’s ‘wolf warrior’ diplomacy”
21) Axios(2021. 2. 16). “What the phrase "sharp power" reveals about how Biden views China”
22) https://gjia.georgetown.edu/2020/04/06/dr-victor-cha-on-china-and-the-n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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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첨단기술에 대한 제재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 있어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원천기술 보유 국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함.

■ [한미·한중 네트워크 강화] 미·중 양국과 대화 채널을 공고히 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협의 및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정부의 성격상 동맹국과의 사전 조율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끊임없는 근
거 마련 작업이 필요함.
◦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설득이 필요함: 통상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과도한 ‘동맹’ 표현의 수사적 강조를 자제하
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틀이 아닌 ‘공정 경쟁’ 대 ‘불공정 경쟁’의 틀에서 접근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정부 차원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우리 기업들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대내외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 바이든 정부의 ‘Made in America’ 정책은 ‘미국 회사에 의한 미국 내 생산’이 아닌 ‘미국 내 생산’만을 의
미하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국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함.
- 또한 미국정부의 정책 의도가 최종 제품의 미국 내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우리로서는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반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무부 CCMC 목록에 게재된 기업과의 거래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CCMC 목록에 등재된 기업들과의 직간접·기타 라이선스 거래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 정비] 주요 기술선진국에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최근 법제도 정비 추세에 따라, 우리도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
심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양국 모두 수출통제 및 외국인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우리 역시 이들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미·중 양국은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없을 것이며,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강화된 법제도가 우리의 행동 원칙 또는 판단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유사국과의 연대] 미·중 사이에 유사한 상황·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기본 원칙을 밝히고, 사안별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함.
◦ 미 블링컨 국무장관도 2021년 3월 24일 NATO 방문 시 브뤼셀 연설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과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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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동맹들에 우리 아니면 중국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23)이라고 언
급. 또한 “어떠한 가치를 위해 싸우는지 보여줄 때”라고 발언24)
◦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민주국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통상규범 마련을 함께할 것임을 천명

- 따라서 우리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 또는 상황에 처한 호주, 일본, 대만, 독일, 인도, 베
트남 등과의 연대를 모색·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기존의 MIKTA25)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임.

- 서로의 국내 정치적 입장보다는 공통의 국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특히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
서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등 미국을 중심
으로 하는 합종연횡(grouping)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이 역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함.
◦ 일본은 2019년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최근 우리를 중국에 편승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하는 경
향을 보임.

-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외부의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으며, 우리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임.

23) “the U.S. would not force allies into an ‘us or them’ choice with China.”
24) Blinken, Antony J.(2021. 3. 24) “Reaffirming and Reimagining America’s Alliances.” https://www.state.gov/reaffirming-and-reimagi
ning-americas-alliances/
25)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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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 11월 미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제재 강화 조치
일시

내용

2020. 11. 12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31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명령에 서명(E.O. 13959)26)

2020. 11. 30

CEIEC 금융제재 SDN 리스트에 등재

2020. 12. 3

SMIC, CNOOC 등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4개 기업 추가

2020. 12. 7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인을 금융제재 SDN 리스트에 추가

2020. 12. 14

미국 재무부의 OFAC는 새롭게 NS-MBS 리스트 도입

2020. 12. 18

DJI, SMIC를 포함한 중국기업 60개사 Entity List에 등재

2020. 12. 23

미국 산업안보국(BIS) EAR 규정에 MEU(Military End User) 리스트 신규 도입, 57개 중국회사 등재

2021. 1. 1

2021. 1. 5

화웨이 및 ZTE의 5G, 6G 통신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 내 미군 장비와 군부대 주둔 및 운영
의 위험성을 연관시킨 조항(Sec 1058)이 포함된 2021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상하원에서 통과
됨.27)28)
중국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8개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Alipay,
CamScanner, QQ Wallet, SHAREit, Tencent QQ, VMate, WeChat Pay, WPS Office(E.O.
13971, 2월 19일 발효)

2021. 1. 9

대만 당국자들과의 교류 제한 해제29)

2021. 1. 11

중국의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금지 발효(11월 11일까지 회수)

2021. 1. 14

Xiaomi를 비롯한 9개 회사가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으로 추가됨

2021. 1. 16

에너지부의 “Prohibition Order Securing Critical Defense Facilities” 발효

2021. 2. 19

중국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8개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E.O. 13971) 발효:
Alipay, CamScanner, QQ Wallet, SHAREit, Tencent QQ, VMate, WeChat Pay, WPS Office

2021. 2. 24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관련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E.O. 14017)에 서명

2021. 3. 17

재무부 「홍콩자치법」 관련 24명 금융제재 리스트(SDN List)에 추가

2021. 3. 17

상무부 미국 내 중국의 ICT 기업에 소환장 발부

2021. 3. 17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hina Unicom, Pacific Networks, ComNet의 미국 내 영업허가 취소절차
돌입

2021. 3. 22

국무부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캐나다 영국과 공동성명 발표

2021. 3. 22

재무부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관료 2명 금융제재 리스트에 추가

2021. 3. 22

미국 내 정보통신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13873의 최종 규정 발효

2021. 3. 24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외국기업책임법(HFCA)」의 잠정 최종 규칙의 일부를 도입하기 시작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State, White House 공식발표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6) OFAC, Non-SDN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Sanctions(NS-CCMC) 도입.
27) NDAA 2021 Section 1260H: 국무장관은 CCMC를 파악하고 의회에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CCMC의 정의가 확대되어 군민융합
관련 기업이 모두 포함됨.
28) NDAA 2021 Section 1299C: 미국의 혁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장관은 부적절한 기술 이전 또는 지적 재산권 도난 이력이 있는 또는
부적절한 데이터, 기술 이전의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 중국 및 러시아 학술기관의 목록을 확보해야 함.
29) Department of State(2021. 1. 9), “Lifting Self-Imposed Restrictions on the U.S.-Taiwan Relationship,” https://2017-2021.state.gov/li
fting-self-imposed-restrictions-on-the-u-s-taiwan-relationship/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