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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분쟁 관련 진전 사항 및 현지 반응
1

최근 미‧중 무역분쟁 관련 진전 사항

□ 5.9~10일 제11차 미‧중 무역협상 결렬이후 미‧중 양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가 확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 중국의 언론
을 이용한 항미태세 선동 등 무역분쟁이 정부간 분쟁에서 민간부문이
가세한 종합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미국 측]
∎5.10일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산 수입품(2,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5.10일부터 인상*(10% → 25%)
* 나머지 3,250억달러(2017년기준)에 대해서도 추가관세 인상을 위한 공청회
일정(6.17일) 설정 및 대상품목 3,800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중

∎5.15일 : 트럼프 대통령, 협상타결 의지를 표명하고 재무부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추가협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
∎5.16일 : 미국이 자국의 정보통신기술 보호 명목으로 중국 화웨이(70여개
*
계열사 포함)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
* 이후 구글, 퀄컴, 인텔 등 주요 IT업체들이 화웨이와의 거래 축소를 선언

∎5.29일 :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가 학회 편찬 정기간행물에 대한 편집
과 원고 심사에 화웨이 직원 배제 조치
∎6. 1일 : 미국은 5.10일 전에 중국에서 수출하고 6.15일전에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중국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계속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다소 완화된 태도를 취함

[중국 측]
∎5.13일 : 미국의 추가관세 인상에 대해 현지언론에서는 중대원칙에 대해
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보도가 주류를 이루는 가
운데 희토류 수출제한, 미국채 매도 등의 보복조치 가능성 보도
∎5.24일 : 인터넷 관련 제품 수입시 국가안보 관련 심사 및 제재 방안 마련
∎5.29일 : 중국내 인터넷 이용자 사용정보의 국외 반출 금지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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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 : 중국은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봉쇄 및 공급중단 조치를 하거나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조직‧개인을 대상으
로‘신뢰할 수 없는 기업’목록을 작성하겠다고 발표
∎6. 1일 : 6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5~25%의 추가관세* 부과
* 2,493개 품목은 25%, 1,078개는 20%, 974개는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595개 품목은 기존의 5% 관세가 부과

∎6. 1일 : 중국은 화웨이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낸 소포를 Fedex가 미국으로
보낸 것에 대해 중국 고객의 법적 권리 손상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
∎6. 2일 : IEEE의 화웨이 소속 연구자의 심사위원직 배제에 대해 중국전자
학회 등 10개 학회 공동성명 발표 *
* IEEE는 대내외의 비판을 의식하여 화웨이 소속 과학자의 심사위원직 배제 조치
철회(6.3일)

∎6.2일 : 중국 국무원, 중‧미 무역분쟁 관련 중국측 입장을 백서*(白皮书)로
발간하고 기자간담회 실시
* 백서의 주요 내용은 <붙임>‘중‧미 무역협상과 관련된 중국측 입장’참조

중국내 반응

2
[언론사]

□ 인민일보는 5.13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국가의 핵심이익이 걸린 중대원칙
(重大原则)은 양보할 수 없으며, 싸우고 싶지 않으나 싸우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中国不愿打贸易战，但也不怕打贸易战)는 내용을 게재
ㅇ 아울러 5.29일에는 미국에 대해 “우리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谓言之不预)”라는 역사상 두 번* 밖에 사용한 적이 없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대미 강경자세를 견지
* 1963년 중국과 인도간 분쟁 및 1979년 베트남 전쟁 직전에 동 문구가 언론에 등장

□ 중국의 백서 발표는 미국산 수입품(600억달러, 5∼25%)에 대한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실행(6.1일) 이후 발표된 공식 대외성명으로 G20 정상회담
(일본 오사카, 6.28∼29)에 앞서 무역협상에 대한 중국측의 공식 입장을 사전
에 전달한 것임(凤凰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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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담에서의 양국간 무역협상 관련 합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며,
양국 정상간 회담 성사 자체도 불확실성이 있음(第一财经日报, 6.3일)

[전문가]
□ 무역협상에 있어서 냉전적인 사고, 일방주의, 제로섬 게임 같은 태도는
구시대의 유물(过时的产物)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평정심을
가지고 평등하게 협상에 임하여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임(曾培炎, 中国国际经
济交流中心理事长)

□ 최근 미국이 멕시코, 인도 등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전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이 미국에 대적
하기 위한 무역연합군을 결성할 필요성이 있음(Ei Sun Oh)
ㅇ 유럽이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방이므로 중국이 유럽과 현재의 다
자간 무역구조 아래서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Jochum Haakma)
* 2019.4월 유럽과 중국은 2020년까지 양당사자간 내수시장의 접근성 및 투자를
증진시키는 협정을 통해 상호협력을 확대할 예정

□ 중‧미 양국간 무역분쟁이 경제부분을 넘어 정치화되고(已被高度政治化了)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郭麗琴)
ㅇ 미국이 양국간의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개별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비이성적(林毅夫, 북경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ㅇ IEEE의 화웨이 소속 연구자의 심사위원직 배제는 심각한 차별(严重歧视)
이자 과학발전을 난폭하게 짓밟은(粗暴践踏)사건으로 학술교류를 후퇴
시켰고 학문을 정치화시켰음(중국전자학회 등 10개 학회 공동성명)

[정부 관계자]
□ 외교부 및 상무부 관계자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상호평등의 기초하에 이루어
져야 하며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ㅇ 앞으로 중국은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
(合法权益)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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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전직 관료들도 중‧미 무역분쟁 심화의 원인이 미국측에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입장이 정당하며 대응능력도 있음을 주장
ㅇ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전쟁 도발(挑起贸易战)은 전략적 착오(战略误判)이며,
이는 미국이 상호평등에 입각한 중‧미 신형대국관계를 받아들이고 싶
지 않기(不愿意接受) 때문임(魏建国, 前 상무부 부부장)
ㅇ 미국이 국내법을 이용하여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위협을 하고 있으나
이같은 관세위협은 역사적으로 실패(被历史证明注定会失败)한 방식임(朱光耀,
前 재정부 부부장)

ㅇ 첨단산업은 부품 및 기술을 공유해야만 상호발전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이 중국만의 이익이
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함(张晓强，前 발개위 부주임)
ㅇ 중국은 미국이 도발한 경제전쟁에 대응할 능력(中国有能力应对美国挑起的
经济战)이 있으며，무역분쟁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결할 능력도 있음(戴相龙，前 인민은행 총재)
ㅇ 미국의 집단따돌림(霸凌主义，bullying)은 중국, 미국 및 전세계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중국은 앞으로도 협조, 개방, 공생의 발전이념을
견지할 것임(王春正, 前 중앙재정영도소조반공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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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중‧미 무역협상과 관련된 중국측 입장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 양국간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
데 중국 정부(국무원)는 6.2일‘중‧미 무역협상과 관련된 중국측 입장'(关于中
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이라는

제목으로 백서(白皮书)를 발간하였음

ㅇ 이번 백서는 중국 정부가 2018.9.24일 중‧미 무역마찰과 관련된 백서(关
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를 최초로 발간한 이후 두 번째임
⇒ 이하 내용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백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서문
□ 양국간 외교관계가 성립된 이래 무역과 경제협력 관계는 양국간 관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상호 호혜적이며 이익이 되는 관계는 양국
의 이익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익에도 기여해 왔음
□ 2018.3월부터 시작된 미국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협상만이 양국의 이
익에 부합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 왔음
ㅇ 그러나 협상에도 지켜야할 원칙이 있으며 중국은 중대원칙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싸울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은 변한 적이 없음

미국에 의해 촉발된 무역분쟁은 양국 및 세계경제에 손해를 끼침
□ 미국은 2017.8월 미국법 301조에 의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를 개
시한 이래 중국이 그동안 실시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조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없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가관세 및 투자제한 조치를 취해왔음
* 백서에서는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에서 얻은 성취는‘기술 절도’가 아니라 자력갱생
과 고군분투를 통해 얻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기술발전이‘절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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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간 경제구조 및 발전단계, 국제적인 분업구조 등을 무시하고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무역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였음
* 백서에서는 중‧미 경제의 연계성이 매우 높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을 구성하고 있어,
양국 경제는 서로 이득을 보고 있으므로 무역적자를 '손해'로 보는 것은 오산이며
중‧미 쌍방의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과 쌍방향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중‧미 무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ㅇ 현대와 같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중국과 미국 경제는 통합정도가
높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을 함께 구성하고 있어서 양국 경제는 속성상
상호 호혜적이며 윈-윈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ㅇ 따라서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중국이나 미국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
[관세부과는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도 손해임]
□ 미국의 관세부과는 중국의 대미국 수출을 감소시켰으며, 중국의 보복관
세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역시 감소시켰음
ㅇ 무역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증가로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며, WTO는 2019년 글로벌 무역증가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2.6%로 하향조정하였음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않음]
□ 관세부과는 미국경제를 부흥시키지 않았으며 대신에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음
ㅇ 첫째, 관세부과는 미국기업들의 생산원가를 크게 증가시키고, 둘째, 미국
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셋째, 미국의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삶에 영향
을 미치게 되며, 넷째, 미국상품의 대중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
[미국의 관세부과는 세계경제에 해를 끼침]
□ 경제의 글로벌화는 시대적 조류이며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WTO 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무역질서,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세계경제 회복에도 심각한 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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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첫째, 미국의 관세부과는 다자주의 무역시스템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둘째, 세계경제 성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셋째,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있음
중‧미 무역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있음

□ 미국에 의해 촉발된 무역분쟁의 대응과정에서 중국은 대응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양국 국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음
ㅇ 양국이 2018.2월 이후 협상을 진행한 이래 무역협상은 양측이 대부분
의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등 긴 과정을 거쳐왔으나 미국의 계속
되는 합의번복 및 약속위반의 결과 협상은 타결되지 못하였음
중국은 평등과 호혜적인 관점에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

□ 중국은 무역전쟁 위협과 계속적인 관세부과가 결코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상호존중과 호혜적인 정신하에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양국의 이익 및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
[협상은 상호존중과 평등 그리고 호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최대한의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간 공통분모를 찾음으로서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ㅇ 상호존중은 타국의 사회체제, 경제시스템, 발전경로, 핵심이익 및 중요
관심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타국의 주권 및 발전권리 등‘레드라인’
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협상은 선의를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함]
□ 협상과정에는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성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중국정부는 그동안 성심성의를 다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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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11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
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 왔으며 만약 협상이 성공할 경우 성심을 다
해 관련조치들을 이행할 것임
[중국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에는 양보하지 않을 것임]
□ 협상과정에서 모든 국가는 그들만의 원칙이 있으며 상대방의 주권과
권위는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국의 원칙을 고수할 것임
ㅇ 중국은 양국 및 전세계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나 압력
에 굴하지 않고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
나 필요하다면 끝까지 싸울 것임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도전은 있을 수 없음]
□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일대일로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
ㅇ 내수시장 확대 및 구조개혁 심화를 통하여 중국 제품 및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은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도 충분하여 안정적
인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음

결론

□ 협상만이 중국과 미국이 윈-윈하고 밝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
이며 중‧미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중국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며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음
ㅇ 미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 평등 및 호혜적인 정신하에 무역협상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중‧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
국민과 전세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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