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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중국 현지 반응
[ 일본정부의 결정내용 ]
□ 일본 정부는 8.2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를 개최
하여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화이트리스트 국가'
(白名单)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

*

* 동 개정안은 8.7일 공포된 후 8.28일 정식 시행 예정

ㅇ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목록규제품목(무기, 핵발전관련 품목,
첨단소재 등)과 캐치올 규제품목으로서 일본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수출품목(안보위험이 있는 블랙리스트 기업 및 대량살상무기 제조국가에 대한
수출품)은 수출기업이 건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한국은 2004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8.1일 현재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 외에 한국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포함되어 있
었으나 금일 조치로 26개국으로 축소

[ 중국 현지 반응 ]
□ 신화통신 등 주요 언론매체들은 일본정부의 결정내용이 나온 직후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양국간 갈등의 원인과 최근 상황을 팩트
위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ㅇ 현지언론에서는 최근 한‧일간 갈등의 배경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한일간 경제분야에서의 경쟁 가속화, 양국간 관계 악화
등을 언급
ㅇ 최근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
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7.4일), 한국내

전국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방문 및 항공노선 축소, 한국정부
의 대응상황 등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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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이번 조치가 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을 겨냥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일본 이외의 다른 공급처를 빠른 시일내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에 예상
보다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中国新闻网, China daily)
ㅇ 한국정부는 7.4일 일본의 조치 이후 일본정부와 대화진행, 민관 비상
대응체제 구축, 미국앞 중재요청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일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앞 제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도(中国新闻网)
ㅇ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됐으며 미국이 중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직접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상황(中国新闻网)
ㅇ 지난해부터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서 한‧일간 무역분쟁
이 격화되면서 외교적 전략의 일환으로 수출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규범(new norm)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할 상황임
(China daily)

ㅇ 핵심소재의 공급다변화와 자력개발이 한‧일간 분쟁이 주는 교훈임
(吕本富 中国科学院大学教授)

□ 한편 현지언론에서는 한국의 주요 반도체 생산 대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중국내에서도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고 전하면
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参考消息)
* 중국의 웨이퍼 생산능력이 이미 북미를 능가했으며 5년 안에 배로 늘어 470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

ㅇ 일본의 이번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반도체 기업이 새롭게 공급망에 편입되거나 일부
공급망의 중국내로의 이전도 예상(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ㅇ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
하고 핵심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도(Glob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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