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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를 취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전개하는 게임의 내면은
매우 복합적이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현재까지 전개된 무역
전쟁에서 미중 양국은 전선을 확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여 갈
등 수위를 높이면서도 결정적 파국에 이르는 선택은 회피하는 투이불파 鬪以不破 의 양면성을 보
이고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시작하여 전선을 기술 및 산업정책 기술 탈취 발전모델의 문제
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무역협상을 결렬시키는 등 미중 양국은 확전을 과감하게 선택하
기도 하였으나 결정적 순간에는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쟁이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구적이다 현재의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지만 동시에
주요국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구화된 게임임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화
웨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限公司: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화웨이 华为技术有

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주요 다국적 기업들에게 요청한 것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

이 지구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입품에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대로 중국산

의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년 미국과 중국의

는 각각

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로 인상할 경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전쟁이 자본 시장에도
감소폭은

와

까지 확대되고 세계 경제를 약

억 달러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완화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 경쟁력의 선제적 확보와 세계무역질서의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회성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갈등의 지구화와 상시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미중 무역전쟁이 다차원적 복합 게임 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주목한다 다차원적
복합 게임은 미국과 중국이 단일 쟁점이 아니라 여러 쟁점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갈등과 제한적 타협
이라는 이중 동학을 전개하는 동시에 양자 협상을 중심축으로 하되 향후 다자 수준의 협상과의 연계
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게임을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불균형의 시정 공급 사슬의

재편 기술경쟁 등 다양한 쟁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패권경쟁을 무역전쟁에 투사하며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투사된

경쟁과 갈등의 장으로서 양자 지역 다자 구도를 긴밀하게 연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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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국에 유리한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에는 무역 불균형 첨단 기술의 지적재산권 탈취 정부 보조금과 규제 장벽을 포
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 미래 경쟁력 중국 발전 모델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패권 경쟁 등 다양
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다 미중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경쟁이 비교적 단기간
에 광범위한 쟁점 영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 미
국과 소련의 경쟁의 경우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가졌으나 기본적으로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진
행되었다

년대 이후 본격화된 미일 무역분쟁에서 미국은 양자 차원에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

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식을 취했다

이라는 글로벌 거버넌스 안에서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
반면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와 안보 분야의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내에서도 무역 불균형 및 기술혁신 산업정책 발전모델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갈등이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면에서 과거 사
례와 차별화된다
갈등의 압축적·동시다발적 진행은 갈등의 효과적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우선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 높다 갈등이 압축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 뿐
만 아니라 개별 분야의 갈등 수준과 총체적 갈등 수준 사이에 인식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갈
등이 여러 쟁점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대다수 쟁점에 대해 합의의 기반이 마련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쟁점에
대한 이견이 부정적 영향을 끼쳐 총체적 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예기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
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특징과 미국의 대중 위협 인식
현재까지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특징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결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탈퇴

재협상

개정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실용적 결단은 비전통적 또는 파격적 방식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무역확장법

조에 근거하여 구제 조치를 허용한다거나

조를 발동하고 전통 우방국을 상대로

도 중상주의적 접근을 불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미중 양국 간 무역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을 적
극 활용하고 중국에 대하여 징벌적 관세를 과감하게 부과하는 등 실용적 결단은 미중 무역전쟁에
서도 발견된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국내적 차원에서 의회를 우회하는 수단을 선호한
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는 물론 미국 정치의 기득권 집단과 불편한 관
계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조 세이프가드 등을 선호하

는 것도 미 의회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 의회
를 우회하는 것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1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Naughton (2018) 참조.

2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이러한 특징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과 메가 FTA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기반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메가 FTA 전략에 대해서는 Lee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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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특징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안보전략
에서 미국의 번영을 국가 안보의 문제로 정의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안보전략은 안보 정책과 마찬가지로 통상 정책도 미 국민의 이익을 보호 하
는 데 일조해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미국 경제를 강화할 것 을 강조하
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미국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국이 지적재산권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노력
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조 발동 가능성을 항상

열어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는 이유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 플로리다 과 민주당의

상원의원 와이오밍 이 대중국 공정무역 실행법안
을 제출한 데서 나타나듯이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루비오 볼드윈 법안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기술과 지적재
산권의 대중국 판매 금지 연방 기관 및 계약 업체들의 화웨이와
금지 중국 제조

통신 장비 및 서비스 구매

관련 분야 중국 투자자의 미국 기업 주식 보유 상한 설정 등 트럼프 행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강경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처럼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적어도 총론 차원에서 부정하지는 않는다 기
술 유출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불균형의 시정 등에 대해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
을 인정하고 있고 전통적 지지 계층인 노동자 집단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과 중국식 발전
모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중국을 압박하는데 있어서 양자주의
보다는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조를 중시한다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지형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지 않
고 대중국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가 의회를 우회하는 수단을 빈번하게 활용해도 미 의회가 선언적 차원의 견제에 그칠 뿐 이를 근
본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과의 양자 갈등 및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개혁과 다자 차원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국내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에서 확전을 불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 국민의 대중국
위협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년 퓨 연구센터

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의 일반 대중은 중국의 군사력보다 경제적 부상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참조

미 국민의

가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인식한 반면

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년보다

가 중국의 경제력을 미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미국 일반 대중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3

특히, 젊은 세대(18~29세)의 경우,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식(49%)을 가지고 있음에도, 65%가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
래의 이슈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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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인의 대중국 위협 인식

출처

미중 경쟁의 복합 게임
무역 불균형 공급 체인 기술의 연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양자 협상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의 무역 불균형 구조와 관련이 있다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차지하고 있다

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중국이

차지하고 이외에도 멕시코

억 달러 독일

이상을 중국을 포함한

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체의

억 달러 일본

개국이
를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미국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자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중국을 무역 공세
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로 증가해왔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시작하였고

년 중국의

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층 빠른 증가세를 보이기

가입 이후 무역 불균형은 더욱 확대되었다

기 직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일로에 있었다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년 글로벌 금융위

년대 미중 무역 불균형은 확대

년에도 무역 불균형의 규모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억 달러로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

4

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

참조

2018년 무역 불균형이 확대된 데는 중국 기업들이 2019년 미국의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미 수출을 서
두른 점도 작용하였다(Leng 2018/12/8). 2019년 3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인 207
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미중 무역전쟁이 양국 간 무역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Mutikani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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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중 무역 관계의 변화

출처

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역 불균형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행위는 수입과 경쟁으로부터 국내 기업 보호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 확대 핵심 자원의 확보와 통제 전통 제조업에서 지배력 확대 핵
심 기술 및 지적재산권 탈취 폐쇄적인 금융시장 등 매우 다양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불공
정 무역 행위가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핵심 기술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
래 경쟁력을 견인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주도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산업화 전략의 일환이
라고 판단한다 결국 불공정 무역 행위의 본질은 중국의 경제적 침공

이라는 것

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낮은 소비 비중과 높은 저축율과 같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무역 불균
형을 초래하는 주 요인이다

년 기준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은 물론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

로 미

문제는 중국의 낮은 소비

비중이 개인 소비 성향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부 정책 및 규제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며 따
라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을 뿐 아니라 무역 불
균형이 초래된 데에는 미국 자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일방적 주장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절대 액수 면에서 증가해 온 것은 사실

5

2019년 3월 기준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67.2%로 보고되었다.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united-states/private-consumption--of-nominal-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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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비

년

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년

까지 감소하는 등 상대적 비중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미중 무역 불균형이 미국의 주장과 달리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림
그림

참조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변화 추이

대비

출처
또한 중국 정부는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구적 가치 사슬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 및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록하였고
에 달한다

의

에 대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년 월까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도

억 달러 수출

억 달러를 기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그러나 중국은 한국 대만 일본 독일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 규모는

억 달러 규모로 감소한다

중국은 미중 무역 불균형을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중간재 중심의 무역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중간재 교역 비중이 전체 무역의 약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미국 등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중국의

가

입 이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중국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한 것과 관
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년
년

년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무역 적자의

를 차지하였으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까지 증가하였다

년

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중 무역 불균형

은 세계 주요국들이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여 지구적 가치 사슬을 형
성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6

United State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7

2017년 기준, 중국은 한국, 대만, 일본, 독일을 상대로 각각 224억 달러, 291억 달러, 64억 달러, 7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http://www.custom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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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은 기술경쟁으로 전화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중국 제조

는

주요 첨단 산업에서 대외의존도를 낮춰 자립도를 높이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제조

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미래 핵심

대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노동집약산업 위주로 성장하였던 중국 경제를 고

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첨단 컴퓨터 기반 기계의 자급
율을

까지 높이고 산업용 로봇의 연간 생산량을

퓨팅을

만대까지 늘리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

와 통합하는 중국 기업의 자립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려는 계획을 중국 제조

를 통해 공식화하였다
중국의 부상은

년대 초반까지 전통 제조업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국의 추격은 첨단산업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년대 들어 중

년 중국이 중상위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하는 데 성공한 것이 이러한 변화의 전조이다
중상위 기술 산업에서

년 중국이

조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년 이

후 매출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는 등 미중 양국의 제조업 기반은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중국의 추격은 전세계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세계
약

로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를 기록한 미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반도체 등 주요

참조

더욱이 컴퓨터 통신

산업에서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통신 분야 등에서

는 오히려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산업 국가별 비중

출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8).

8

중상위 기술 산업에는 전자, 자동차, 철도 및 기타 운송 장비, 기계 장비 산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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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경쟁력은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억 달러와

년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 규모는 각각

억 달러로 전세계 연구개발 지출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증가 속도를 보면 중국의 연구개발 액수는
고

년에서

년 사이에도

가량 증가한 데 그치고 있다
비는
달러에서

참조
년

증가하여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년 이후

배 연평균

배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억 달러를 돌파하는 반면 미국의 연구개발비는

측된다 그림

와

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연평균

년 중국의 연구개발

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털의 규모에서도 중국은

억 달러로 증가하여 세계의

증가하였

년

억

를 차지하였다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연평균

위가 되었고

년 세계

위의 특허 출원국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

주요국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 변화 추이 및 전망

백만 달러

출처: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4.

미국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
다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보조금 지급 등 기존의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정부와 기업의 특수 관계를 기반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때로는 해외 기업에 차별적 조
치를 부과하는 등 포괄적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산업정
책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신에너지 차량
산업이다

지원 구매 지원금 조세 감면 정부 구매 충전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중국 정부의 지원 규모는 약

9
10

은 정부 주도로 성장한 대표적인
억 달러 규모로 이는 민간 기업이 투입한 재원의 약

GDP 대비 연구개발의 비중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2.7%인데 반해 중국은 2.1%이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중국 제조 2025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간한 보고서의 부제가 ‘국내 보호에 기반하여 형성된
지구적 야망’(Global Ambitions Built on Local Protections)인 것이 미국의 시각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U.S. Chamber of Commer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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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 역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산업이다 중국 정부는
터넷 플러스 互联网

차세대
년까지

개년 계획 인

발전계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해

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시장을 형성하고

차

년까지

조 위안

분야

억 달러 규모의 국내

선도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알리바바 바

이두 텐센트 등 민간 기업들도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시티 의료 이미지 등의 분야의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가세하고 있다

를 개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

국 정부는 음성 인식과 이미지 인식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적응적 자율 학
습 직관적 인식 집단 지성 분야는 교차 개발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보 처리 산업용 로
봇 서비스 로봇 무인 주행 등은 실용 가능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내부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디지털 무역 분야 역시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国家统计局 에 따
르면 중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의 규모는

년

조

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년에 비

증가한 수치이다 12 중국은 국내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왔음에도 불

해

구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가
장벽보고서

년 대외무역

에서 지적하였듯이 중국 정부가 인터넷

필터링을 통해 사실상 해외 공급자들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
으로 조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 사이트 가운데

년 중국 당국은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가장 많은

개를 차단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애플 아이튠즈 영화와 아이북스 스토어 디즈니라이프 서비스를 구체적 설
명 없이 중단시키는 등 인터넷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도용 역시 디지털 무역의 저해 요인이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의 최대 도용 국가
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지적재산권 도용 규모는 천 백억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승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국내 기업에 대한 철저한 보호 미국 기업의 기술 탈취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 강요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기술 추격이 이루어졌다
물론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우세하기 때문
에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이 기술 혁신과 시장 선도 능력을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향후 미중 경쟁의 관건이 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무역 불
균형에 대한 갈등을 넘어 기술전쟁으로 확전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인

11

중국 정부는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번호판 규제, 배기가스 가이드라인, 이중 신용 시스템(dual-credit system), 중
국-외국 기업의 합작과 기술 이전 의무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에너지 차량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Kennedy
2018).

12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Maintained within an Appropriate Range in

2018 with Main Development Goals Achieved.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901/t20190121_1645832.html.
13

리카이후(李開復)는 중국 AI 산업의 발전이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하나의 요인보다는 정부의 우호적인
규제 정책, 광범위한 데이터, 혁신 자체보다는 산업화 또는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의 지속적인 공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Le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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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일단은

년 월 미국 통상대표부

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제조

가

개 품목에 대

를 통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품목을 선별적으로

포함시킨 데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중국의 기술 혁신은 자국 기업들의 자체 역량에 기반한 것일 뿐 지
적재산권의 탈취나 강요된 기술 이전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国务院新闻办公室
이처럼 미중 양국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혁신과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여

네트워크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선택일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 플랫폼을 형성하
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경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
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표준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주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다
협상 전술 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문제 해결과 미래의 경쟁력 확보라는 복합 게임의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조를 발동한 데서 잘 나타나듯이 단기적으로 미국

은 무역 불균형을 감축하기 위한 직접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 견제를 통해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접근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전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조합을 찾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맥락에
서 미국대외투자위원회

를 통해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미 재무부 또한 미국대외투자위원회가 해외 기업의 대외 투자를 직접
관리하도록 권고한 데서 나타나듯이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입법을 통해 미국대외투자위원
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일차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합작 불공정 라이센스 미
국 기술 기업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미국의 핵심 기술을 불공정하게 획득하고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또한 미국대외투자위원회의 제도적 강화는 중국이 첨단 산업 분야의 가치 사슬에
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상향 이동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목표가 있다 미국대외투
자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핵심 기술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와 미래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약탈적 투자 관행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 안보 연계
미중 무역전쟁은 주로 현 시점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

14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통상대표부(USTR) 대표 등 미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은 무역 전쟁이 미
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부터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로 이전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투자에 대한 제한을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낮출 때까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Schell and Shir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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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에는 기술 경쟁이 작용하고 있다 화웨이 사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미중 양국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기술 경쟁은 무역 불균형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
과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넘어선 기술경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첨단 기술과 산업 분야의 경
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 경쟁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
기 때문이다
년 화웨이와

화웨이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미 의회는
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중국 공산당과의 관

계 백도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미국 내에는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
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무역 불균형과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이
어질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과거 행정부들은
경제와 안보의 통합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적으로 제도적·정치적 제약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기존 행정부의 비판적 평가

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이 미국의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
하여 국가안보검토

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미중 경쟁의 다차원화: 양자-다자 연계와 시스템 경쟁
이중 동학

과 양자-다자 연계

미중 무역전쟁은 일대일 양자 게임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자국에 유리한 세계경제질서를 수립하
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다차원화하고 있다.16 즉, 미
국과 중국은 양자 차원에서 위협과 보복을 포함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는 한편,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전략적 경쟁에 돌입하였다.17
이러한 특징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선 양자 차원에서

년 월 일 미중 양국은 상당

수 쟁점에 대하여 견해가 좁혀지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지방 정부 보조금 사이버 보안법 외국인
투자법 등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결과 협상이 결렬되었다
부가

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중국 정부 역시

16

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에서

년 월

일 미국 통상대표

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여개 품목에 대하여

의 보복 관세 부과

미국 무역 정책에서 양자주의의 전통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80년대에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들을 대상으로 양자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Bayrard and Elliott 1994).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한 수단을 다시 동원하여 양자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

양자주의는 2000년대 양자 FTA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다시 대두되었다. 이때 양자 FTA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
다는 다양한 정치적 또는 외교안보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olis and Katada 2007; Ravenhi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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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언하는 등 무역 전쟁은 확전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년 월

일

정상회의에서 트

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
의한 데서 나타나듯이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갈등의 확전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결정적 파국은 선택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타결 실패 이후 무

역 전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면서도 협상을 재개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무역 전쟁의 장기화는 미중 관계가 갈등과 협상의 이중 동학을 유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미중 양국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나 파국보다는 협상과 갈등, 타협과 충돌과 같은 모순
이 공존하는 게임을 상당 기간 지속하게 될 것이다. 미중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특정 쟁점에 대해
타협에 도달할 수도 있으나, 타협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갈등과 협상의 이중 동학은 다자 차원에서도 전개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투사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경제질서 자체의 붕괴 가능성을 완화하는 데서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찾을
것이다. 다자 차원에서 미중 양국이 경쟁 일변도가 아니라 경쟁과 협력의 이중 동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경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
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추격 성장의 시대와는 다른 이
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외국 기업의 기술 탈취보다는 자국 기업의 기술 보호,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해외 투자의 보호 등 일정 수준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쟁점의 영역이 점차 확
대될 것이다 내수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 서비스 부문 자유화 외국 기업에 대한 친화적 정책 등을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할 분야가 있다 리커창 총리가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증권 보험 등 금융 부문의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원래 계획보다
년에 개방할 것을 시사하고
会 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년 앞당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国家发展和改革委员

개로 축소하여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 중국의 점

진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 개인 정보 보호, 사회적 안정을 위한 시민 및
기업 활동의 제한과 모니터링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국제 규범화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미국이 양자주의만 고수하기 어려운 이유는 중국을 양자 차원에서 장기간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미중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적 압박을 통
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미중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역
불균형이 축소될수록 압박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미중 경쟁이 ‘상호의존적 경쟁’(interdependent competition)이었다면(Wright 2017), 앞으로
의 미중 경쟁은 상호의존의 수준을 낮추어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경쟁의 수위를 높이
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축소 균형 전략이다.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미
국 정부가 확전을 선택할 경우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
기 어렵다. 미국이 단기적 차원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되, 공급 사슬의 재편과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과 같은 중장기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 우

18

China Briefing, https://www.china-briefing.com/news/the-us-china-trade-war-a-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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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미국 기업의 본토 회귀(reshoring)를 유도하는 정책에서 나타나듯이 미
국은 자국 기업들의 공급 사슬(supply chain)을 재구성하여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
중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낮추어 나가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 타결에 이르
더라도 양국 기업들이 이미 새로운 공급 사슬의 형성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무역전쟁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19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국내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초래할 수 있다. 공급 사슬의 재편 또는 다양화를 시도할 수
있는 대기업들과 달리,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공급 사슬을 신속하게 재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
을 것으로 보인다(Petty 2019). 또한 공급 사슬의 재편이 의도한 정책적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
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연간 110억 달러에 달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20 인텔 등이 미 상무부의 제재를 피
하여 화웨이에 우회 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더욱이 제재 리
스트가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만큼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법 규정을 위반
하지 않고 제 국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기
대한 만큼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일관성 있게 펼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의
재편을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병행할 것으
로 예상된다 미국의 하드파워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일방주의
의 효과 역시 감소할 것이므로

일본 한국 등과의 협력에 기반한 다자 질서의 개혁을 통해 중

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유리하다 중국의 부상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중 양국 간 무역의 외형적
균형을 확보하는 한편 혁신 능력을 선도함으로써 중국과의 질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양자적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
로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다자경제질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디지털 보호주의 문제와 관련해 양자 협상에 주력한 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서 탈퇴하고 세계무역기구

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은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인도의 조치에 대하여
프 행정부는
부는
19

년

규정 위배를 근거로

분쟁 협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년 월 트럼

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

월 디지털 무역 관련 향후 협상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회의에 참여하기로

공급 사슬의 재편 과정에서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Whittier
2019).

20

화웨이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Gao and Liu (2012) 참조.

21

미 행정부 내에서도 화웨이에 우회 수출을 시도하는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기업들이 법의 취지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
장과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져 있다(Mozur and Kang 2019).

22

“United States initiates WTO dispute against Indian duties on US imports.”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9_e/ds585rfc_04jul19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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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등 필요할 경우
할 때

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고려

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은

탈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혁을 위한 명

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드러내왔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다자주의에 우호적인 입장
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선진국들과 협력하여

를 개혁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수립하는 전략이 국내정치적 장애도 크지 않다 다자 경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미
국의 핵심 목표는 국영기업 규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 지위의 세분화와 같은 현
안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의 확보와 관련된 디지털 무역에 관한 쟁점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개정과

재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양자 협상의 결과를 향후 진행될 다른 양자 협상의 준거점으로 삼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무역 질서의 표준으로 설정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향후 일본과
등 주요 선진국들과 첨단산업 규칙을 포함한 양자

협상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적으로 주요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전
략을 구사할 것이다 양자와 다자 협상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양면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록 탈퇴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는 디지털 무역 분야의 세계경제질

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 통상대표부가

에서 합의

된 규칙들을 디지털 무역 관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겠다 고 천명한 데서 미국의 의도
가 드러난다

년

원국이 비시장경제국과

월 타결된

에서도

보다 지적재산권 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한 회

를 체결할 경우 다른 개 회원국들은

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재확인되었다

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

중국과의 양자 협상과 동시에 세계경제질서 재편 과

정에서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이다
중국 역시 양자 차원에서 미국의 공세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대처를 하는 동시에
다자 차원의 문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년 월 일 중

국 국무원 관세세무위원회가 공고한 미국산 일부 수입 제품 제 차 에 대한 추가 관세 징수 결정 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원칙과 규칙을 위반하고 있고

로 달성한 합의를 위반 일방적으로 무역마찰 심화시킴으로써

미국이 수 차례 협상으

글로벌 가치 사슬과 자유무역체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办公室

중국은 기존의 다자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무역전쟁을 양자 게임이 아니라 다자 차원
의 게임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의 지속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중국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범 한다는 점을 함께 밝히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전쟁의 해결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세계경제질서의 안정에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

글로벌 공급 사슬의 변화와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무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는 Baldwin(2014) 참조.
24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FACT SHEET Modernizing NAFTA into a 21st Century Trade Agreemen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8/october/unitedstates%E2%80%93mexico%E2%80%93canada-trade-f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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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조를 구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밝히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무역 공세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려는 의도이다

시스템 경쟁의 복합성
미중 무역 전쟁의 이면은 시스템 경쟁의 복합성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근본적으로 전략경쟁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스템 경쟁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무역 전쟁이 미중 양자 관계를 넘어 미국이 주요 동맹국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
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양자주의를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기존의 전략에 더하
여 주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행위 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병행할 것이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은 양자 간 경쟁을 넘어 시스템 경쟁으로 돌입하게 된다 최근 타결된 미
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지고 있는 국가와

은

조

항에서 협정 당사국이 비시장경제 지위를 가

협상을 개시할 경우 사전에 다른 두 국가에게 통보하고 상대국들은

상이 타결될 경우

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것은 유례없는 일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중국과

협

안에 이러한 규정이 포함된

를 추진할 경우 미국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 및 다자 수준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이

와 기타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반화웨

연대를 형성하려는 데서 시스템 경쟁의 초기 형태가 발견된다
미국이 전통 우방국들과 패권 연합

적 우위와 그에 따른 리더십 동맹을 최소

을 형성할 경우 중국 경제력에 대한 양
년 이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경쟁 구도의 변

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권 연합의 유형은 미국이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연합
집단
그림

과 한국과 일본을 추가한 연합 집단
참조

미국이 연합 집단

로 구분할 수 있다

를 성공적으로 구성할 경우 중국은 빨라야

의 경제력을 추월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년에 미국 진영

이하로 감소할 경우 이 시기는

년 이후로 늦춰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미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미국과

는 첨단 산업 관련 이슈들을 국제 규범화하는데 있어서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 입

장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시스템 경쟁에 돌입하기 전에 유럽과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회피하는 가운데
경제력을 활용하여 개별 국가들을 설득 또는 압박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패권 연합의 형성을 저지
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양자 차원의 갈등과 협력을 지속하면서 패권 연합의 형
성과 저지를 둘러싼 시스템 경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다
시스템 경쟁의 복합성은 세부 쟁점 수준에서도 나타난다 디지털 무역 관련 쟁점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기반 경제와 무역은 미중 무역 전쟁을 구성하는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전세계 디지털
무역의 규모는

25

조 달러로 최근

년 간 약

성장하였다

미국 통상대표부가

년

이 부분은 이승주(2019)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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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보고서

를 통해 디지털 무역 분야의 무

역 장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과 데이터 국지화에 대한 제한 클라우드
컴퓨팅 제한 인터넷 필터링과 차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림

미국의 연합 집단

과 중국의

변화 전망

출처

는 인터넷 검열과 디지털 산업 정책 등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개인 정보 보호 기술 기업에 대한 조세 부과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이한 입
장을 취하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유럽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때로는 차별화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미중 경쟁이 일대일 단순 구도에서 복합 게임으로 변화하
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유럽과의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야 하는
반면 중국은 대안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공고한 패권 연합을 형성하지 못
하도록 유럽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압박 회유하는 복합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국지화는 미국 중국
국 기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미
와

가 데이터 국지화를 무역 장벽으로 꼽을 만큼 국지화의

의무화는 기술 기업들의 초국적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주요 정보 인
프라

사업자들이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은 클라
우드 컴퓨팅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감소시켜 디지털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인터넷 안전법이 디지털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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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 미국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는 개인 정보의 이전 등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은 무역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 데이터를 받는 국가가

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제

에 부합하는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고

데이터 처리 주체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며 관련 개인이 데이터 이전에 구체적으로 동의할
때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초국적 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입장 차이가 발견된다

는

초국적 기술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매출과 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세금을 사실상 회피하는 것은
시장 경쟁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세계 매출이 억
이

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술 기업에 대하여 매출의

만 유로 또는

내 매출

를 세율로 책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대 기술 기업의 이름을 딴
세 도입에 특히 적극적이다 프랑스 정부는
도입하기로 하였고 영국 정부 또한

차원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년

년 월부터 전세계 매출 규모가 억 파운드 약

세를
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 할 방침을 정하였다 이처럼 유럽 주요국들이 미중
경쟁 국면에서 독자적 입장을 추구하는 데서 시스템 경쟁의 복합성이 증가하고 있다

나가며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기원 전개 과정 향후 전망을 다차원적 복합 게임의 관점에서 검토하였
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뿐 아니라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하여
양자적 접근을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적 접근은 오바마 행
정부가 주도하였던 메가

를 중심으로 수립되기 시작한 세계경제질서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

았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
규모와 수준 간의 차별성을 감안할 때 미중 관계는 양자 차원에서 구체적 쟁점을 둘러싼 갈등
과 제한적 타협을 모색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수립을 둘러싼 경쟁을 동
시에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견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중 양자 차원의 경쟁은 상당 기간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양자 차원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제한적 타협을 통해 문제
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궁극적인 문
제 해결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경쟁과 제한적 협력
게임을 함께 전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양자와 다자 차원의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자 다자 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미국과 중국은 또한 하나의 쟁점이 아닌
다양한 쟁점을 때로는 연계하는 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경제와 안보를 긴밀하게 연계
하며 경제 영역 내에서도 무역 생산 기술을 상호 연계하는 전략을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다
향후에는 미중 무역전쟁은 패권경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경쟁의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수준 면에서 미중 양국의 격차가 아직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해관계
를 같이 하는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들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설계하는 전략을 추
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요국들과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
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양자적 차원의 시도뿐 아니라 전통 우방국들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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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다자 전략을 병행할 것이다
무역전쟁의 지구화는 한국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무역전쟁의 지구화가 세계 주요
국들이 참여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견국들에게
일정한 역할 공간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은 향후 세계경제질서를 자국에 유리
한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제 국들에
대해서도 양자 다자 연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유사 입장 국가들
필요가 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로 진입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자주의의 회복이라는 평범한 사실에 공감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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