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6(목)

현 지 정 보

북경사무소

미‧중 1단계 경제‧무역합의문 서명 및 현지 반응

일(수)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劉鶴)는 양국 정부를 대표
하여 1단계 무역분쟁 합의문인“미‧중 경제‧무역협정문(美国政府与中华人民
共和国政府之间的经贸协定) ”에 서명

□ 2020.1.15

*

*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동 합의문은 서문(前言), 지식재산권(知识产权), 기술이전(技术转让), 식품
및 농산품무역(粮食和农产品贸易), 금융서비스(金融服务),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문제의 투명성(宏观经济政策与汇率问题和透明度), 무역확대(扩大贸
易), 양자평가 및 분쟁해결 (双边评估和争议解决), 최종 조항(最后条款) 등
9개 부분으로 구성(총 96페이지)
□ 중국 정부는 2020.1.16일(목) 동 합의문 전문 (중문본, 영문본)을 재정부 ,
발전개혁위, 농업농촌부, 상무부 및 인민은행 공동명의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ㅇ

1

합의문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강화 및 침해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을 약속하였으며, 합의서명 이후 30일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액션 플랜 마련에 합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상업적 비밀의 종류 및 침해유형을 정의하고 침해시 민형
사상의 보상 및 처벌절차 강화
ㅇ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특허권 분쟁 해결 및 유효기간 연장
ㅇ 원산지표시 정보제공 의무 강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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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및 위조상품의 제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유통, 수출 등에
대한 단속 강화
ㅇ 상표권의 악의적 등록 단속 강화
ㅇ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처리 절차 강화
 (기술이전) 중국은 시장접근, 행정승인 또는 정부로부터의 이익을 얻는
조건으로 외국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중국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관행을 끝내는 데 합의
ㅇ

ㅇ

ㅇ

중국은 인수합병, 공동투자, 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및 공식적인 행정절
차 또는 비공식적인 압박을 통한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기로 함
행정절차가 공평, 공정, 투명하며 편향되지 않게 이루어지며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가 시장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

아울러 중국은 시장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산업육성 계획에 따라 외국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지시‧지원하지 않기로 함
 (식품‧농산품 무역) 믿을 수 있는 식품 및 농업제품 생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늘려 식품 및 농업제품 무역을 확
대하기로 합의
ㅇ

ㅇ

유제품, 쇠고기, 콩, 수산물, 과일, 사료, 애완동물 식품, 쌀 등 각종 식품
및 농업제품별 무역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등 세부조치 이행

은행, 보험, 증권, 신용평가 서비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미국기업에 대한 주식보유 제한, 차별적 규제 등을 제거하는 데 합의

 (금융서비스)

은행) 중국은 협정발효 5개월 이내에 미국 금융기관의 자회사가 신청
하는 증권수탁 서비스를 허용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신속히 진행함

ㅇ(

신용평가) 중국은 100% 미국 소유 신용평가회사가 중국 및 해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중국채권을 평가하도록 허용하고 협정발효 3개월 이내
에 미국회사가 신청한 허가서를 검토‧승인함

ㅇ(

- 2 -

전자지불서비스) 중국은 중국내 미국 전자지불서비스회사 영업을 허용
하고 차별을 철폐

ㅇ(

미국 전자지불서비스 회사가 신청한 은행카드 청산서비스를 5일
이내에 접수하고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 미국 서비스회사는 1개월 이내에 준비작업 완료를 중국에 통지하고
중국은 마스터, 비자 등의 허가신청을 접수
― 미국은 유니온페이 등 중국회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
― 100%

자산관리서비스) 중국은 미국회사가 중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부실채권
을 인수할 수 있는 면허를 지방부터 허용하고 차별을 철폐

ㅇ(

보험 중국은 2020.4.1일까지 생명, 연금, 건강 보험 분야에서 미국의
지분 소유회사를 허용하고 모든 영업범위 제한, 차별적 규제,
지나치게 부담이 큰 허가요건* 등을 폐지하며, 미국은 중국 재보험그룹의
영업신청서를 신속히 처리

ㅇ(
)
100%

*

중국에서 새로운 보험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의 보험업 영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

증권, 펀드, 선물회사) 양국내 증권, 펀드, 선물회사 등의 영업 관련 규제를
철폐

ㅇ(

―
―

양국은 증권, 펀드, 선물회사 등의 영업신청서를 차별없이 검토‧승인
일국에서 영업허가를 얻은 회사는 상대국가에서도 동일한 영업을 제공
할 자격 획득
일까지 증권, 펀드, 선물회사의 외국인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
하며, 현재 미국-중국 합작법인의 경우 미국소유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현재의 면허를 유지

― 2020.4.1

―

미국은 중국회사의 영업허가 신청서를 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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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평가절하 및 환율 타겟팅을
자제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포함하는 등 환율과 관련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합의
ㅇ 양국은 거시경제 및 환율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환율정책 관행을 사용
하여 상대방 수출업체와 부당하게 경쟁하지 않도록 함
ㅇ 이를 위해 환율관련 통계를 정해진 기간내 공표하고 IMF의 환율 관련
자료 공개에 합의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문제의 투명성)

*

관련 통계의 기간내 공표
- 매월 외환보유액 및 선물포지션 30일 이내 공표
- 국제수지(금융계정의 세부내용 포함) 및 분기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분기
종료후 90일 이내 공표
② IMF의 자료 공개 합의
- 환율 평가를 포함한 IMF의 Staff Report 공표(IMF 이사회 결정후 4주 이내)
- IMF COFER DB 작성 참여

* ①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2천
억 달러 이상 추가 수입(2017년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수입 기준)하는 데 합의
ㅇ 중국의 주요 추가 수입 품목은 미국산 제조업 제품 , 농산품 , 에너지
및 서비스 등 네가지로 각 품목별로 2021년까지의 매년 추가 수입목표
액을 설정

 (무역 확대)

*

*

농산물의 경우 상황에 따라 거래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수출통계의 문제 및 불
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합의 내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 양국간 협의 요청 가능
향후 2년간 중국의 부문별 대미 수입액 증가분

품 목

제조업 제품
산업기계, 전기장비 및 기계, 의약품, 비행기 (주문
및 인도), 자동차, 광학의료기기, 철강, 기타(실리콘
및 기타 유기•무기 화학제품 등)
2. 농산품
- 기름원료(대두, 유채 등), 고기류, 곡물, 면화, 기타
농산물, 해산물
3. 에너지
- 액화석유가스, 원유, 석유정제품, 석탄
4. 서비스
- 지적재산권(IP) 사용료, 출장 및 여행, 금융‧보험
서비스, 클라우드 및 기타 서비스
합계
1.
-

1)

(

억달러)

추가 수입금액
년 2021년 누계

2020
329

448

777

125

195

320

185

339

524

128

251

379

767

1,233

2,000

주 : 1) 최소 추가 수입금액 이외에 매년 50억불씩 추가 수입을 위해 노력
자료 : 미‧중 경제‧무역합의문중 Annex 6.1 INCREASES IN U.S. EXPORTS TO CHINA OVER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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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분쟁발생시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

 (양자평가 및 분쟁 해결)

고위급 및 실무급 정기적인 양자간 협의체를 신설하도록 하고 합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ㅇ

―

양국 고위급 대표자(미 USTR대표, 중국 부총리)를 책임자로 하는‘무역프
레임워크그룹’(Trade Framework Group, 贸易框架小组)을 신설하여 본 합
의 이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
•

한편 양국은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거시경제회의(미 재무장관, 중
국 부총리)’(macroeconomic meetings, 宏观经济会议)를 재개하기로 함

―

ㅇ

실무급 회의(미 USTR부대표, 중국 부총리)를 위해‘상호평가 및 분쟁해
결 조직’(Bilateral Evaluation and Dispute Resolution Office, 双边评估和争端
解决办公室)을 설치

한편 분쟁발생 이후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은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대응조치 를 취할 수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거하고 이러한 의무이행 여부의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임
*

*

다만 한 국가가 상대방의 합의불이행으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조치가 선의에 기반(in good faith)한 것일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 반면 동 조치가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 합의 파기 가능

부석서류 등의 효력 규정, 협정문 개정절차, 효력발생 시기 및
종료 절차, 영어 및 중국어 협정문의 효력 동일성 규정 등

 (최종 조항)

ㅇ

이번 합의는 양 당사국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자국의
해당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 한 날 중 빠른 날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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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반응

2

대부분의 현지언론 및 시장전문가들은 양국간 합의가 글로벌 경제 및
양국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으
며,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이득을 추구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

□

ㅇ

ㅇ

양국이 경제와 무역의 차이를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
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라 평가(新华社)
단기적으로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수입확대 가 일부 중국기업의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선진기술의 파급 효과, 선진화된 경영
기법 도입, 경쟁촉진 등으로 오히려 중국산업의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人民日报)
*

*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 및 소비수요 증가세를 감안하면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입
상품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
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

협정체결로 미‧중 양국간 무역이 단기간내에 확대될 경우 여타 지역부
터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 완화로 인한 불
확실성 감소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CICC)
ㅇ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축소 및 시장심리 개선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금융시스템 및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光大宏观)
ㅇ 합의 내용에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누가 이겼는
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논란만 초래할 뿐이며 협정을 통해 양국간
무역을 확대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环球时报)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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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이번 합의는 개혁‧개방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
하며 중국 국민의 고품질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央视新闻)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합의는 양국에게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双方的权利义务是对等的)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의 혁신기업을 보
호하고 국외로부터 더 많은 투자 및 지적재산권을 도입하는데 기여
(高凌云,

ㅇ

ㅇ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이 금번 합의로 수입하기로 한 곡물의 양은 전체 소비량에 비해
크지 않아 중국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미국에
대한 어류‧가금류‧육류 수출이 허용된 것은 중국 농업의 해외진출 기
회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程大为, 인민대 국가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금융부문 개방확대는 미‧중 모두에게 이익(对双方都是利好)이며 이미 양
적인 측면 에서 성장한 중국 금융기관들이 질적인 성장과 동시에 미
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更好走出去，到美国开展业务)
으로 평가(东艳, 사회과학원 국제무역연구실 주임)
*

*

ㅇ

중국 은행의 총자산은 세계 1위이며 중국 보험사의 보험수입료 세계 2위 수준

환율관련 합의는 일부에서 과거 플라자합의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나 글로벌 양대강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양국의 통화정책 및 환율
정책의 자주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고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한
만큼 과거 플라자합의와는 비교할 수 없음(东艳, 사회과학원 국제무역연구실 주임)

양국의 평가 및 분쟁해결절차는 새로운 기제가 아닌 기존 WTO 분쟁
해결절차에 더하여 추가된 것으로 금번 미국측의 일방적인 기술금수
조치와 같은 일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양국간 협의체를 통한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음(沈逸, 푸단대 인터넷연구원 주임)
ㅇ 이번 합의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일부 인하된 것은 중국기업
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미‧중 양국간 관계가 한단계 더 진전
했음을 의미(张燕生, 중국 국제경제센터 수석연구원)
ㅇ

*

이번 합의로 인해 지난 2019.9.1일 부과된 1,200억달러에 대한 관세(15%)는 50%
삭감된 7.5%가 부과됨, 다만 기존 기존 2,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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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①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 ② 1단계 합의 이행 및
향후 개최될 미‧중간 추가 무역협상 과정에서 갈등 요소가 돌출될 가
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을 들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

□

ㅇ

대미수출의 65%내외에 제재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당분간 제재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금년 수출관련 상황은 2019년에 비해 크게 개선
되기 어려움
단계 합의로 미국상품 수입 확대를 약속하였지만 중국 내수경기 회
복이 지연될 경우 고용악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이 낮아져 대미 수입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음

ㅇ 1

단계 이후 무역협상은 미‧중간 인식차가 큰 정부 보조금지급 문제,
국영기업 개혁 등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중간
갈등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ㅇ 2

3

금융시장 동향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소식이 전해진 후 열린 1.16일(목) 중국 금
융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전일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다 상승 마감하였
으며, 주가는 하락
ㅇ 위안화 가치는 장초반 달러당 6.8811위안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상승
폭이 축소
ㅇ 주가는 연초이래 1단계 무역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영향
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

1.14일(화)

15(수)

16(목)

￭ 위안화 종가

6.8854[+0.13%]

6.8871[-0.02%]

6.8850[+0.03%]

￭ 인민은행 고시환율

6.8954[+0.45%]

6.8845[+0.16%]

6.8807[+0.06%]

￭ 상해종합지수

3,106.8[-0.28%]

3,090.0[-0.54%]

3,07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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