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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북경사무소

중국의 추가관세 부과 및 미국의 대응조치에 대한 현지 반응
1.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내용
□ 중국정부(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는 8.23일(금) 20시 5,078개 품목(약 75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10% 및 5%의 추가관세*를 9.1일과 12.15일부터 각각 부과
하기로 했다고 발표**
*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응하여 2018.7월 이후 대미수입품 약 1,100억달러
(2018년 수입규모 1,203억달러)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참고 1>‘미국산 수입품 약 750억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조
치와 관련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참조

ㅇ 아울러 12.15일부터 2019.1.1일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25% 및 5%의 추가관세를 회복(恢复)시
키기로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참고 2>‘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회복조치
와 관련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참조

ㅇ 중국정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8.15일 3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9.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상응하는 반대조치(反制措施)라고 설명

2. 미국의 대응조치
□ 8.23일(금) 중국정부의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기존에
부과해오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1일
부터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ㅇ 아울러 9.1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당초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발표
* 미국은 9.1일부터 3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
이었으나 8.13일 휴대전화, 랩톱, 비디오게임 콘솔, 장난감, 신발‧의류, 컴퓨터 모
니터 등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시점을 12.1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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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반응
(중국 정부)
□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의 추가관세율 인상방침에 대해 8.24일(토) 19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기존 미‧중 정상의 합의정
신을 위반한 것이며 다자간 무역시스템과 정상적인 국제무역질서를 훼손하
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강한 어조*의 반대의 입장을 밝힘
*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중국의 입장이 확고부동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관세율
인상이라는 잘못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며 향후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미국측에 있을 것임

(현지 언론 등)
□ 중국의 관영 CCTV뉴스에서는 8.24일 미국의 이번 조치를 상세히 방송(13분
연속, 8개 프로그램)하고 미국의 추가관세율 인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新闻联播)
□ 인민일보(人民日报)는 8.25일(일) 사설(钟声)에서 무역분쟁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관세율 인상과 같은 도발적 조치
에 대해 중국은 이성적이고 절제된 상응한 조치(理性克制的反制决定)를 취한
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할 방침이라고 언급
□ 미국의 대응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며 지난 1년여간의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이 반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
(我们坚决反制的最大底气)이라고 평가(新华社)
□ 상호평등과 존중의 기초하에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중국의 원칙과

입장은 시종일관되고 어떠한 압력에도 변할 수 없으며 미국과의 무역분쟁
은 미래의 양국의 위상과 글로벌 거버넌스(全球治理之道)와 관련되어 있음
(光明日报)

□ 무역분쟁은 장기전(持久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선거와 경기침체
등 단기적 목표에 크게 영향을 받는 미국에 비해, 중국의 시스템은 무역
분쟁에 대한 적응력이 크므로 단기적으로는 중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环球时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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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이번 추가 보복관세 부과는 무역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의도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China Daily)
□ 중국의 추가관세 부과는 미국의 비이성적 압력에 대응하여 합리적 절제*
를 바탕으로 사전에 추가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계산한 정밀한
대응조치(精准打击的策略)라는 견해(总台国际锐评)
*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의료용 치료
기기 등을 추가관세 부과물품에서 제외

ㅇ 중국정부가 관세부과 대상품목중 대두, 옥수수, 면화, 수산물 및 원유
등을 포함시킨 것은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미국의 취약한 부분(美国的痛处)
에 대한 반대조치의 성격으로 그 효과가 큼(对外经济贸易大学国际经济研究院)
― 중국의 추가관세 발표 이후 미국 주가 및 유가 하락, 장단기 금리 역
전현상 심화 등이 나타난 점으로 볼때 중국의 대응조치가 강력하
고 효과적이었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한데 대해, 미국 기업이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 특성과 중국시장의 크기
및 수익성을 고려할 때 백일몽에 불과(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한 중국의 조치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이었으며 다자무역주의와 경제 글로벌화를 유지
하며 중국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었음(中国对外贸易经济大学)
* 구체적으로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두 및 원유 등 특정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추가관세 부과의 효과를 극대화

□ 중국은 효과적이면서도 다양한 대응조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
이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임(中国对外贸易经济合作研究院)

- 3 -

(시장전문가)
□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양국의 상호 관세부과 조치가 양국 경제성장률에 추가
적인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조치를 예상
ㅇ 주요 무역파트너인 미국(수출비중: 19.3%) 및 EU(16.5%)와의 무역이 부진한 가
운데 추가적인 부양조치가 없을 경우 하반기 중국GDP가 6%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LPR(대출우대금리) 금리인하
및 적용 확대** 등 실물경제 지원정책이 확대 실시될 전망(招商证券, 海通证券)
* 중국의 하반기 GDP는 상반기 6.3% 대비 0.35% 하락하여 6%선이 붕괴될 가능성(招商证券)
** 인민은행은 8.26일 상업용개인주택담보대출(商业性个人住房贷款) 금리적용시 LPR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는 지침을 발표

ㅇ 기 부과된 2,500억달러에 대한 관세 및 추가 부과되는 3,000억달러에 대
한 관세로 인해 향후 1~2년간 중국수출은 7.6~8.5%p 감소하고 GDP도 최대
1%p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4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 LPR
및 MLF금리 인하, 지방정부의 부채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집행이 예상(国盛证券)
ㅇ 비교적 대상이 한정되었던 이전 관세부과와는 다르게 금번의 전면적인
부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정책 또한
고용 및 경기측면에서 중요한 이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인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큼(银河证券, 川财证券)
ㅇ 한편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미연준이 금리인하에 소
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은 무역마찰을 확대시켜 금리인하를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갈 유인이 있어 무역분쟁은 그 범위나 내용 면
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소지(川财证券)
□ 다만 일부에서는 작년 이후 반복되어온 양국의 관세부과에 시장이 상당
부분 면역되어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연말까지 긴장 완화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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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중간 무역마찰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무역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시장이 상당부분 관세부과에 따른 충격에 면역되어 있는
만큼 미‧중간 마찰심화에 따른 시장의 혼란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招商证券)
ㅇ 금번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감안
하면 중국 GDP가 0.02 ~ 0.03%p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여 추가관세 부과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中信证券)
ㅇ 미‧중간 긴장이 높아졌으나 미국의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연말까지 단기
적으로는 추가적인 사태 악화없이 완화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임
(海通证券)

― 특히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조기
에 마무리지어야 할 유인이 커질 것이므로 미‧중 무역분쟁의 정점은
이미 지났을 수 있음(光大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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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미국산 수입품 약 750억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조치와 관련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1)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发布公告决定对原产于美国的约750亿美元进口商品加征关税)
□ 2019.8.15일 미국정부는 약 3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9.1일 및 12.15일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중‧미 무역분쟁
을 더욱 격화시키고 중국에 가장 큰 손해를 끼쳤으며 다자간 무역시스템 및 자유
무역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음
□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대항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 ｢중화인민공
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고 국무원 비준을 거쳐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5,078개 수입품, 약 750억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10%, 5%의 관세를 2019.9.1일
12시 01분, 12.15일 12시 01분부터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수입품중 관세부과 제외품목을 계속 지정해 왔음.
750억달러 상당의 상품명단중 관세부과 제외품목은 검토를 거쳐 승인되며 관세부과
시기에 따른 제외품목 및 신청방법은 추후 공고 예정
□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항조치임. 중국과
미국 모두를 위해서는 협력만이 유일하고 바른 선택이며 윈-윈할 수 있으며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함. 중‧미 양국이 상호존중, 상호평등의 기초하에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견을 좁혀나감으로써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음
(추가관세부과 조치내용)
1. 2019.9.1일 12시 01분부터 제1첨부문서중 첫째부분 270개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제1첨부문서중 둘째부분 646개 상품에 대해 10% 추가관세 부과, 제1첨
부문서중 세째부분 64개 상품에 대해 5% 추가관세 부과, 제1첨부문서중 네째부분
737개 상품에 대해 5% 추가관세 부과
2. 2019.12.15일 12시 01분부터 제2첨부문서중 첫째부분 749개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제2첨부문서중 둘째부분 163개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 부과. 제2
첨부문서중 세째부분 634개 상품에 대해 5%의 추가관세 부과. 제2첨부문서중 네째
부분 1,815개 상품에 대해 5%의 추가관세 부과.
3.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에 기초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현행 보세
및 감세 정책 등은 변하지 않으며 이번 추가관세 조치는 감세혜택이 없음
주: 1) 동 내용은 8.23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4개의 공고문중 중요부분만을 요약하여
번역한 내용임. 5,078개의 관세부과 상세품목명은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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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회복조치와 관련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发布公告决定对原产于美国的汽车及零部件恢复加征关税)

□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중‧미 양국 정상의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2018.12.14일 국
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19.1.1일부터 3개
월간 중단한 바 있음. 2019.3.31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4.1일 이후에도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잠정 중단하고 관세부과 시기는 추가 통지키로 함
□ 2019.5.9일 미국정부는 5.10일부터 2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조정키로 발표. 2019.8.15일 미국정부는 3천억달러 상
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9.1일 및 12.15일부터 부과키로 함.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무역분쟁을 격화하고 양국 정상의 아르헨티나 및 오사카
회담에서의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임
□ 다자무역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화
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관련 법규정 및 국제법상 기본원칙에 근거하고 국무원 비준을 거쳐 국무원관
세세칙위원회는 2019.12.15.일 12시 01분부터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25% 및 5%를 각각 회복(恢复)하기로 결정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수입품중 관세부과 제외품목을 계속 지정해 왔음.
관세가 재부과되는 자동차 및 부품 명단, 관세부과 제외품목 등의 범위 및 신청방
법은 추후 공고 예정
□ 중국은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오사카에서의 양국 정상간 합의를 준수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옴으로써 무역분쟁을 종식시키기를 희망함
(추가관세 회복조치 내용)
1.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중단관련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
(2018년 10호)｣의 1번 부속문서중 28개 품목과 관련하여, ｢미국산 500억달러 상당
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와 관련된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공고(2018년 5호)｣
상의 25% 추가관세를 회복함
2.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2018년 10호)｣의 2번 부속문서중 116개 품목과 관
련하여, ｢미국산 16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와 관련된 국무원관
세세칙위원회 공고(2018년 5호)｣상의 25% 추가관세를 회복함
3.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2018년 10호)｣의 3번 부속문서중 67개 품목과 관련
하여, ｢미국산 60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부과와 관련된 국무원관
세세칙위원회 공고(2018년 5호)｣상의 5% 추가관세를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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