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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미‧중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대한 현지 반응
협상 결과

1

일중(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중 양국간
고위급 무역협상 에서 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 인상 보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대량구매, 환율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에 합의

□ 2019.10.10 ~ 11

*

*

ㅇ

미국에서는 므누신 재무장관,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 중산 상무부장, 이강 인민은행 총재, 랴오웨이 재정부 부부장 등이 참석

이번 합의로 미국은 10.15일부터 부과 예정인 2,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 → 30%) 방침을 보류 하였으며,
중국은 약 400~500억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합의
*

*

다만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12.15일부터 부과 예정인
관세 (약 1,600억달러, 15%)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
# 핸드폰, 노트북, 의류 등 주로 소비재로 구성된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될 예정
#

미‧중 무역분쟁 관련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경과

차
2차
기 3차
실
시 4차

시기

관세부과 내용

비고

일 340억달러 25%
2018.8.23일 160억달러 25%
2018.9.24일 2,000억달러 10%
2019.5.10일 2,000억달러 10% → 25%
2019.9.1일
1,400억달러 15%
437개 중국산 특정품목에 대한
2019.9.20일
추가관세 면제(향후 1년간)
10.11일 협상으로 보류
예 1~3차 2019.10.15일 2,500억달러 25% → 30%
10.11일 협상에서 보류
정 4차 2019.12.15일 1,600억달러 15%
여부 미확정
1

2018.7.6

- 1 -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류허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양측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Phase 1 deal)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실무 협의(3~5주)
를 거쳐 향후 서면 합의문이 작성될 것이라고 언급
*

단계 합의문 서명 이후 즉시 2단계 협의에 착수할 것이며, 금번 합의로 미‧중 무역협
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무역분쟁을 종결하는 데 아주 가까워졌다고
발언
# 2019.11.16.~17일 칠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짐
#

* 1

류허(刘鹤)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가운데 이번 협상에
서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상당
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후속 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발언
□ 한편 환율제도의 투명성 제고에도 합의함에 따라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8.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 汇率操纵国)으로 지정한
건에 대해서도 철회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ㅇ

2

현지 반응

(중국 정부)
□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10.12일(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상이 양국간
경제 및 무역관련 공통관심사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건설적
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원론적인 합의내용 이외에 세부 합의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음
ㅇ 양국은 농업 (农业), 지적재산권 보호(知识产权保护), 환율(汇率), 금융서비스
(金融服务), 무역확대(扩大贸易合作), 기술이전(技术转让) 및 분쟁해결 (争端解决)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후속회담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ㅇ 다만, 미국산 농산물 구매일정, 환율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합의
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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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

현지 주요 언론에서는 미‧중 양국간 무역협상 결과를 신속하게 보도하
는 가운데 앞으로도 양국이 상호평등의 기초하에 협상을 통해 무역분
쟁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완전한 협상타결을 위
해서는 아직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를 지속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

□

ㅇ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이번 무역합의가 양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 상황의 복잡성 을 언급하면서 지나친 낙관
론을 경계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간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
*

*

ㅇ

ㅇ

ㅇ

3

관세 이외에 중국의 미국 자본시장 진입 제한, 중국기업에 대한 검열 확대, 28개의
중국 지방정부 기관과 중국기업의 블랙리스트 등록 등의 정책을 검토 내지 실행
하고 있다고 지적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당초 비관적 전망이 많았으나 협상 결과는 긍정적
이라고 평가하고 협상결과가 자국에 손해라는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협력과 상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
신화사(新华社)는 이번 합의가 양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협상에
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향후에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불확실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인내심을 유지해야 함
향후 전망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라는 단기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합의문 작성까지는 아직 약 한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
ㅇ 특히 강제 기술이전 , 산업보조금 지급 등 양측의 이견이 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 협상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추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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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또한 홍콩 시위사태, 화웨이 제재, 신장 위구르 지방정부 및 기업 제재
등의 전개상황 등에 대해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추후 협상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다만 양측 실무자들은 이번 합의사항에 대해 2019.11.16.~17일 칠레
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
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합의문 작성을 위한 후속 협
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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