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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통상분쟁 배경1)
□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미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은 중국산 제품의 범람을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과
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정책을 요구하는 세력 사이의 균형에 중점을 두었음
ㅇ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는 미국기업 및 노동자(견제/강경론)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 및 수출기업(신중론) 사이에서 균형있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은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 시작
ㅇ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반면 동기간 중국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양국의 경제상황을 두고 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 내 논의가 촉발됨
ㅇ 그 과정에서 중국의 폐쇄적인 시장 환경, 투명성 결여,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과 첨단기술 강제이전 등 경제·
산업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오바마 행정부 2기(2013~2016년)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도
대응 차원에서 다양한 국내규제를 신설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임
ㅇ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정부조달 시 중국산 정보통신제품 구매 금지 등 과거에
비해 강경한 조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
ㅇ 중국은 투자규제, 반독점법, 사이버안보 강화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내부 개혁을 지연시킴
ㅇ 이 과정에서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며 개혁을 진행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불공정한
관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불신이 미국 내부에 축적
□ 따라서 현재 미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은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중국경제의
성장이 주는 위협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내부 불만에 기초함

1) Daniel J. Ikenson(CATO Institute), “Over the Edge and into the Abyss for US-China Trade Relations?”, China-US Focus. Feb,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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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행정부의 기본적인 對중국 인식은 첨단기술, 특허 등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번영(prosperity)을
중국이 정당한 대가없이 빼앗아갔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ㅇ 미국 관점에서 중국이 이뤄낸 경제성장의 근본적 토양은 미국기업들을 차별하고 약탈해 온 불공정한 산업
정책과 무역·투자관행에 있으며,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은 사실상 중국 경제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임
ㅇ 비록 표면적으로는 막대한 무역적자와 관세부과정책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행정부, 정치인, 학계, 업계의 불만과 불신이 존재
-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의 근거인 301조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열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도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
<미국 관점의 중국 내 불공정 관행(USTR 301조 조사결과 보고서)>
①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Unfair Tech Transfer Regime)
②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허가 규제(Discriminatory Licensing Restrictions)
③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장려(Outbound Investment)
④ 불법적인

지재권 및 민감 상업정보 침탈(Unauthorized Intrusions into U.S. Commercial Computer Networks and
Cyber-Enabled Theft of IP and Sensitive Commercial Information)
⑤ 반독점법, 인력 유출 등 기타 관행

□ 보조금, 폐쇄적 투자환경, 기술 및 지재권 침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중국경제 전반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업계 모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
ㅇ 중국이 고도 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에 행해진 차별적 조치와 경제적 피해는 실재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ㅇ 민주당도 중국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촉구
□ 따라서 최근 301조 관세부과에 대한 미국 내 논쟁은 중국과의 통상마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
중국의 문제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식(tools)에 대한 논의로 보는 것이 타당
ㅇ 미국의 무역적자는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통상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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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관세조치만으로는 중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미국 내 통상전문가들은 보조금,
투자규제, 강제기술 이전 등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는 통상정책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에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 정책의제로 등장했다는 점을 시사
ㅇ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18년 국가방위전략ʼ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유지해온 ‘테러와의 전쟁
(Anti-terrorism)ʼ 기조 대신 ‘강대국간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ʼ을 채택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강조
<미국 국방부 2018년 국가방위전략 서문>
(생략) The central challenge to U.S. prosperity and security is the reemergence of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y what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classifies as revisionist powers.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China and Russia want to shape a world consistent with their authoritarian model—gaining veto authority over
other nations’economic, diplomatic, and security decisions.

ㅇ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지난 6월 연설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 “China is the main perpetrator. It’s an unprecedented level of larceny(절도).”-폼페이오 장관, 6/18, 디트로이트
이코노믹클럽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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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과 경제구조, 무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통상 분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 존재
ㅇ 현재 미국경기가 2000년 초반 이래 최대 확장국면에 있고, 내수 및 서비스 산업 중심인 미국경제의
구조 특성 상 무역갈등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 GDP(약 19.5조 달러) 대비 중국과의 교역(6,354억 달러) 비중은 3.3% 수준(2017년, BEA)
** 미국의 對중국 교역액 : 수출 1,299억 달러, 수입 5,055억 달러(2017년, USITC)

□ 그러나

중국의 보복조치로 농업, 다운스트림·소매업 등 특정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 병존
□ (농업) 중국이 보복조치 차원에서 미국산 대두(soybean)에 25% 관세를 부과하고(7월) 사실상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농가의 수출 감소 우려 및 대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ㅇ 중국은 미국산 대두(soybean)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미국의 대두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2017년 기준)에 달함
-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농림부는 보복관세로 인한 손실 지원 차원에서 약 12억
달러의 농가지원 프로그램 마련
- 지난 7월 미국과 EU의 양자회담에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면서
자동차 232조 조사로 촉발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완화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미국의 對중국 대두 수출액 : 123.6억 달러(2017년, HS1201 기준)
** 중국의

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7.6일) → 융커 EU 집행위원장, EU의 미국산 대두 수입 즉시 확대 약속
(7.26일) → 무역협상 진행 중 추가적 관세부과 조치 미부과 합의

<미국의 대두 수출동향>

<최근 미국산 대두 가격 동향>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 확정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7/6)

자료 : 미국 농무부

자료 : 시카고상품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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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고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로 수입선을 전환하더라도
중남미와 미국의 수확시기가 달라 중국도 안정적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중국 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가능
* 수확시기상 미국산은 11월-3월, 중남미산은 4월-11월 중 조달이 가능해 계절성을 고려한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미국산 수입을 계속 중단하기 어려운 실정

- 미국과 중남미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 기업(카길, ADM 등)들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중국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음
<중국의 대두 수입 월별 패턴 물량 기준>

자료 : 중국해관총서

□ 중국으로부터 원재료 및 중간재, 소비재를 조달해 온 기업들도 가격상승 압박에 직면해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음
ㅇ 중국을 관통하는 서플라이체인을 통해 원재료나 중간재를 공급받아 온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원가상승 압력이 크다는 입장
ㅇ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부과 역시 미국 소매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재권
수준 등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지적
<미국의 301조 조사 공청회 참석기업 주요 발언>
- (Dole) 중국으로부터 귤, 배 등 농식품을 수입해 냉동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301조 관세부과로 인해 원가상승 우려
- (美 석유협회(API)) 채굴장비 제조에 필요한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미국 내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ㅇ 9월 12일에는 IT기업, 소매업, 농업 등 다양한 업종을 망라하는 수천개의 기업들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미국인(Americans for Free Trade, AFT)ʼ을 발족하고 관세반대 로비 활동을 벌일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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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ㅇ 애플(Apple)은 미국이 2,000억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시, 애플워치, 애플펜슬,
맥미니, 어댑터, 충전기 등 자사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USTR에 제출(9.7일)
ㅇ 포드(Ford)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종 Focus를 내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힘(8.31일)
□ 싱크탱크에서도 관세부과조치와 같이 양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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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도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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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협상 전망
□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앞두고 미-중 장관급 협상 개최를 제안(9.12일)

ㅇ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은 중국 경제성장 원동력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중국 경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요구이므로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
□ 실제로 중국은 최근 진행된 양자 협상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장관급(Cabinet-level) 대신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짐
ㅇ 8월 22일 진행된 양자 협상에서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미국은 데이비드 말파스 재무부 차관이
각각 협상단을 이끌었음
□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통상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대중의 지지(public support)를 얻고
있는 분야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라는 점에서 단기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
□ 현재 미국경기가 확장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對중국 통상정책을 지속해 나갈 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매력을 향후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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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① 동맹국들과의 연대, ② WTO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동맹과의 연대) 동맹국들과의 무역협상을 차례로 마무리한 후,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음
ㅇ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의회 및 통상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것은 미국이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EU, 일본과의 무역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연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실제 연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ㅇ EU와의 집중적인 무역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등 과거 양자
협상에서 상당한 입장차이로 협상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있음
ㅇ EU 회원국 중 독일과 같이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미국과의 연대를 통한 중국 압박전략에
반대하는 의견이 표출될 수 있음
□ (WTO 개혁)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를 위협하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EU, 일본,
미국 등 3국 통상장관은 WTO 개혁방안을 논의 중임(8.23일)
ㅇ EU, 일본 역시 미국이 제기한 중국의 강제기술이전,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통상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WTO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한편 중국이 진정성 있는 협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관세조치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전망
ㅇ 미중 무역 분쟁이 갖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양국 내부에서 갖는 정치적 상징성까지 고려했을 때,
단기에 분쟁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움
-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앞두고 그동안의 통상정책을 자신의 성과로 홍보할 것이 자명하며,
중국도 체제 안정을 위해 대외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노출시키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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