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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중 무역분쟁은 2년여 기간 동안 양측이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는 지난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
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환율변동성의 확대 의미를 살펴보고, 무역분쟁 장기화
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ADB의 시나리오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
지표(GDP, 수출, 고용)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무역전환 효과가 커질수록 무역분쟁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정부분 상쇄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전환효
과가 없으면 GDP가 0.20% 감소하고 수출은 0.45% 감소하지만, 무역전환효과가 10% 수준으로 높아지면
GDP 감소폭은 0.09%로 줄어들고 수출도 0.07% 감소하는데 그친다. 미중 무역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우리 수출구조에서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부분과 국제가치사
슬을 활용할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육성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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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법 301조를 무기삼

화전쟁으로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

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외국 기업에 대한

다.1) 또한 9월 1일부로 미국은 추가관세를 부과하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해 행정

였지만 양측은 중국이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명령에 서명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은 2년

부과 면제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미국은 10월 1일

여 기간 동안 지난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로 예정된 추가관세 계획을 2주 연기하며 다시 협

구체적으로는 2018년 3월 중국에 대한 관세부

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과와 중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 제한 등에 관한 행

미중 무역분쟁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관세전쟁이 시작

상황이 미국의 대선 즉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되었다. 이후 양측은 공격적인 관세부과와 동시

수 있다는 주장과 경제상황의 악화와 미국 내 부

에 여러 차례 협상 과정에서 합의와 결렬을 반복

정적인 여론의 확대로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8월 5일 중국

망이 혼재하고 있다.

의 위안화 환율이 7위안(포치)을 넘어가자 미국은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1)

정으로 인한 환율변동성의 확대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무역전쟁에서 통

아울러 무역분쟁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1) 환율조작국 지정당일 주요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강했으나 환율조작국 지정의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는 판단하에 대부분 진정세로 돌아섰다.

ADB)의 시나리오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거시지표
(GDP, 수출, 고용)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미중 무역분쟁 주요 경과 과정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조사 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간 분쟁이 촉발하였

TPP 파기와 기존 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 조치를

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공약으로 천명하면서 이미

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중국 철강과

우려되었던 문제이다. 집권 이후 2017년 8월 소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10%와 25%의 관세를 부과

위 슈퍼 301조로 불리는 자국의 통상법 301조에

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미국의 농축산물 125개

기반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중국에 투자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관

한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기술이전 등에 관한 행정

세전쟁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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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에 처음으로 양측이 베이징에서 무

은 협상결렬을 이유로 2,000억 달러 상당의 품목

역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여 미국의 대중 수출확

에 대한 추가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

대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 등 일부

였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기업의 거래제한 조치

사안에 합의를 도출했으나 미국이 공동성명 내

도 발표하였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600억 달러

용을 번복하며 관세부과 계획을 재천명하였다.

규모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인상하였다. 이후

이후 2018년 9월까지 양측은 서로 3차례 관세부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당

과 조치를 단행하였다. 미국은 총 2,500억 달러

분간 무역전쟁을 휴전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듯

어치 상당의 품목에 대해 10~25%의 추가관세를

했으나 8월까지 협상이 고착된 상황이 이어졌다.

부과했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해 1,100억 달러 상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격적으로 중국을 환

당의 품목에 대해 5~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

율조작국2)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다.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회

미국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조치를 취소

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

하고 국유기업들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발

담을 계기로 양측은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연기
하고 무역협상을 개시하였다. 이후 2019년 5월까

2)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의거한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다음 세 가지이
다. 첫째,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둘째, 경
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우, 셋째, 해당국의 환율시
장 개입 여부 등이다.

지 10여 차례의 무역협상을 실시하였고 시기별
로 합의와 결렬을 반복해왔다. 2019년 5월 미국

<그림 1>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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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파란색 상자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이며 붉은색 네모는 중국의 대응 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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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과 중국의 가중평균 관세 추이
30

100
25.9

25
21.8

20.7
20

21.2

5
0

96.8

12.4
8.0
3.1

68.5

50

30

50.4

20
10

8.1
2018.1

70

40

8.4
50.4

80

60

18.3

15
10

24.3

90

4

2019.6

대중 관세부과품목 비중(우측)

9

중국의 대미관세

12

0

미국의 대중관세

자료 : Bown(2019) 자료 이용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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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량으로 가중 평균한 실효관세이며 대중 관세부과 품목 비중은 미국의 대중
수입품목에서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조치로 영향을 받은 품목의 비중을 의미.

동하였다. 이에 미국은 9월 1일부터 3,000억 달

량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 상당의 품목에 대해 15% 추가관세를 부과하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부과로 인해 양측이 교

였으며 10월부터는 추가관세를 30%로 상향하고

역에서 부담하는 관세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

12월까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추가관세

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Bown(2019)의 계

도 예고하면서 한 차례 더 격화되는 분위기가 조

산에 따르면 무역 가중평균 관세를 기준으로 무

성되었다.

역분쟁이 격화되기 이전에 중국의 대미 관세는

그러나 9월 현재 양측은 중국이 일부 품목에 대

8% 수준이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3.1% 수준이

한 추가관세 부과 면제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미

었다.3) 그러나 2019년 9월 현재 양측의 관세는 각

국은 10월 1일로 예정된 추가관세 계획을 2주 연

각 21.8%(대미)와 21.2%(대중)로 급격히 상승하

기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다.

였다. 이러한 관세수준은 만약 연말까지 양측이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중이 3차 관세

공표한 추가적인 관세인상 조치를 단행한다면 약

부과조치까지 부과하는 동안 미국의 대중 무역적

25%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 경우 중국이

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미국의 대세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에서 추가관세 부과조

계 무역수지에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

치의 영향을 받는 비중이 현재 68% 수준에서 연

중도 50%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2018년 10월

말에는 96.8%로 거의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담

부터 추세가 반전하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폭이

해야 한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대중 무역적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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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조작국 지정과 환율 변동의 영향
지난 8월 5일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

의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하자 중국은 금

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중국 측이 즉각적인 항

융위기 기간 동안 위안화를 6.8위안 수준에 고정

의와 보복조치를 예고하면서 세계증시와 금융시

시켰다. 이후 대외 압력과 자국의 거시경제 안정

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였다. 환율조작국 지정당일

을 위해 다시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하면서 변동

주요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폭을 허용하여 2014년 6.0위안 가까이 절상되었

반응이 강했으나 환율조작국 지정의 실질적인 효

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당선된 이후 6.9

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대부분 진정세

위안 수준에서 무역분쟁의 위협 속에서도 2018년

로 돌아섰다. 또한 환율조작국 지정조치 이후에

4월경까지는 6.3위안 수준까지 꾸준히 하락하였

다시 미국 측은 중국 측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

다. 그러나 미중 양측의 관세부과가 본격화한 이

면서 우선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승

후부터 위안화 환율은 상승세로 돌아서 마침내 7

인요건을 완화하였다.

위안 수준을 넘었고 미국이 이에 대응해 환율조작
국 지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이 중

(1) 중국의 외화정책과 환율 동향

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8월 5일 이후 달러화 대
비 위안화 환율은 7.0위안(포치)을 넘어섰으며 이

것인지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의 반응의 결과인지
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5)

는 2008년 5월 이후 11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한편,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은 2010년을 기준

중국의 대미 환율은 관리변동환율제 시기인 1994

(100)으로 할 때 2005년 82.8 수준에서 꾸준히 가

년부터 2005년 7월까지는 달러당 8.28위안 수준

치가 상승하여 2015년 7~8월간 130 수준을 상회

으로 사실상 고정환율을 유지했으나 이후 복수통

하며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6) 최근에는 점차 가

화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4)로 전환한 이후 꾸준히

치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120~125 수준을 안정적

절상되었다. 2005년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기

으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

이전까지 중국은 미국 등으로부터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을 꾸준히 받아왔다. 2006년부터 위안화
는 꾸준히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중국 기업들

4) 중국의 복수통화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는 상해의 외환시장에서 복수국
통화들에 대한 은행간 거래를 바탕으로 인민은행이 매일 기준 환율을 발
표하는 방식이다. 일일 변동폭은 기준 환율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몇 차례 변동폭을 확대하여 현재는 ±2% 내외이다.

5)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위안화 환율 움직임은 미중간 무역분
쟁의 격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외환시장의 수급과 변동
성 확대에 기인한 시장의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6) 국제결제기구(BIS)에서 발표하는 실질실효환율은 세계 60개국의 물가
와 교역 비중을 고려해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
준연도(2010년)를 100으로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해당국의 화폐가 기
준연도보다 고평가됐고 낮으면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수치
가 낮을수록 즉, 화폐가치가 낮아질수록 수출경쟁력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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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과 실질실효환율
8.5

140

8

130
120

7.5

110

7

100
6.5

90

6

80
70

5

60

20
05
20 7
06
20 7
07
20 7
08
20 7
09
20 7
10
20 7
11
20 7
12
20 7
13
20 7
14
20 7
15
20 7
16
20 7
17
20 7
18
20 7
19
7

5.5

위안화/달러

REER(우측)

자료 : FRED, BIS.
주 : REER은 실질실효환율로 2010년=100.

<그림 4> 원/달러, 원/위안 및 위안/달러 최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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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질실효환율의 안

본흐름의 변동성이 확대시기에 금융시스템의 준

정적인 흐름에 기반하여 IMF는 최근 위안화 환

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이 환율의 유연성

율이 현저히 고평가되지도 않았으며 환율조작의

확대와 외환시장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며, 환율정

7)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IMF는 자

책에 대한 투명성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IMF, 2019).7)

7) “Directors

concurred that greater exchange rate flexibility and deeper
and better functioning FX markets would help the financial system
prepare for greater capital flow volatility. Greater exchange rate policy
transparency would also be important”.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F (2019),
“People’s Republic of China :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Country
Report No. 19/2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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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구체적인 제
재를 동반한 조치라기보다는 향후 중국의 인위적
이고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조치를 막기 위한 경고
성 조치이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산 업 경 제 분 석

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Bems and Johnson(2017)은 국제가치사슬 구

의 종합무역법과 무역촉진법에 근거하면 환율조

조를 반영한 부가가치 기준의 실질실효환율을 도

작국 지정 이후에 즉각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출하고 공급사슬을 바탕으로 한 중간재 수입의

아닌 국제통화기구인 IMF나 당사국 간의 양자간

연계구조가 환율의 변동성을 낮춘다는 결과를 보

협의를 통해 이후 환율조정 협상에 들어가도록 되

였다.8) 또한 홍성욱 외(2015)도 한국의 자료를 바

어 있기 때문이다.

탕으로 환율변동이 수출이나 기업의 채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과거보다는 수

(2) 위안화

환율 상승과 외환변동성 확대의
영향

출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었음을 보였다.9) 동 연
구의 분석결과 환율의 수출탄력성이 2014년 기준
으로 1992년에 비하여 약 26% 정도 감소하였다.

최근 환율동향을 살펴보면 위안화의 절하가 지

산업별로는 주력 수출업종인 전기전자, 수송기기

속되는 동안 원화가치도 동반 하락하였다. 2019

및 정밀기기 등에서 환율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는

년 1월 위안화가 달러당 6.78에서 8월 7.06으로

데 이들 산업의 특징이 가치사슬을 따라 생산의

4% 정도 상승하는 동안 달러당 원화도 1,121원에

국제적 분업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중간재 교역의

서 1,210원 수준까지 7% 정도 상승하여 중국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수출품과 경쟁하는 상품이 대외적으로는 환율로

그럼에도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인한 상대적인 경쟁력의 하락 정도는 크지 않을

수출입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작

것으로 예상된다.

용한다. 환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교역을 통해 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율의 변동이 경상수지나

대할 수 있는 이익의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기업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분석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과 수

된다. 가장 큰 요인은 국제적인 생산의 분절화로

출을 조정할 수 있다.10) 또한 환율의 변동성 확대

인해 중간재가 여러 번 국경을 거치면서 생산되

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소비

는 국제가치사슬 구조의 심화 때문이다. 자국의

와 기업의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환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

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축소되었다

지지만 한편으로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수입중간
재에 대한 구매력이 상승하므로 생산비용을 낮추
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 최근에는 기존의 통관기준의 실효환율 지표
보다 중간재 교역구조를 반영한 GVC 실질실효환
율을 도출하여 수출의 대외경쟁력과 환율의 영향
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8) Bems, Rudolfs, and Robert C. Johnson (2017). “Demand for Value
Added and Value-Added Exchange Rate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9(4): 45-90.
9) 홍성욱, 이상호, 강두용(2015), 「한국의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환
율의 영향력」,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10) 연구에

따라서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수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히려 기대수익을 충족하기 위해
수출량을 증가시켜 전체 교역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해야 할 위험요소이
며 비용요소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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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로

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위안화로의 무역결제

볼 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를 확대하는 등 다각도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이에 따른

노력하였다. 그러나 2019년 5월 기준으로 국제결

환율의 변동폭 확대는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제에서 미국의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율 추이에 대

다음으로 유로화가 34% 정도이다. 중국의 위안

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화는 아직 2%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미미한 실정

또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계기로 중국은

이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위안화의 변동성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

커지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위안화

다. 최근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하나로 국제금

의 국제화 움직임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

융시장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의 하나로 자리매

지만 반대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

김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교역에

제화 움직임을 가속할 수 있다.

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우리 기업들도 중국과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위

을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무역결제와 금융거

안화 수요와 무역결제 비중을 꾸준히 늘렸다. 미

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높였다. 2016

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위안화의 변동성이 확

년 10월에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에 위안화를

대됨과 동시에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으로 원화의

편입시키면서 글로벌 기축통화로 발돋움하기 위

상대적 가치하락이 계속된다면 우리 기업에 또 다

한 기반을 마련하였다.11) 이외에 금융시장 개방

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도를 높이면서 역외 위안화 거래와 위안화 대출

로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는 수출수요가 정체되

등을 확대하여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비중을 높였

는 가운데 원화의 상대적 가치하락은 수입 중간

11) IMF의 특별인출권에 포함된 통화는 달러를 중심으로 유로, 파운드, 엔
화에 이어 위안화가 편입되면서 5개로 늘었다.

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 압박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4. 글로벌 무역분쟁의 거시적 영향
(1) 무역분쟁 파급효과 분석 모형

역 분쟁이 거시변수인 개별 국가의 GDP와 수출

12)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12)이 연구는

이 절에서는 ADB(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무

우선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CEPII)의 BACI 자료
를 기반으로 무역분쟁의 대상이 되는 세부 품목에

12) ADB(2018) “The Impact of Trade Conflict on Developing Asia” Asia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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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수입수요 탄력성을 도출하고 직접적인 파급

산 업 경 제 분 석

효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산업단위 및 전체 거

국내외로부터 중간재 구매를 줄인다. 세 번째 경

시경제 수준에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품

로는, 무역의 전환(Trade Redirection effect)효과

목별 결과를 35개 산업수준으로 집계하여 분석하

로 관세의 효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였다. ADB는 기존의 세계산업연관표(WIOD)를

않은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효과이다. 무역분쟁의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를 추가하고

관세부과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시계열을 2017년으로 확장한 ADB 자체의 다지

및 타국의 기업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 관세

역 산업연관표(ADB Multi-regional Input–Output

부과 조치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공급자

Table, MRIOT)를 구축하였다. 기존에 많이 활용

는 관세부과를 받은 공급자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되는 세계산업연관표(WIOD)는 가장 최신연도

생산이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가 2014년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적인 투입산

이러한 세 가지 경로는 무역분쟁의 대상이 되

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ADB

는 품목이나 경과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의 MRIOT는 추계의 방법으로 연장하여 2017년

있다. 직접효과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까지의 자료를 구축하여 단점을 보완하였다. 또

수 있고 간접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는 중기나 장기

한 품목단위의 탄력성을 산업단위로 집계하면서

에 더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품목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장점유율과 상품고도화 지

의 대체 가능성에 따라서도 각 효과가 다르게 나타

수(Product Complexity Index)를 활용하여 보완

날 수 있다. 특히 무역전환 효과가 어느 정도 비중

하였다. 이렇게 보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분

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쟁의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산업연관분

한국과 같이 대세계 시장에서 수출점유율이 높고

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야별 파급효과를 분석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제3국 입장에

하였다.13)

서는 무역전환효과의 비중이 크다면 미중 무역분

이 연구에서 무역분쟁의 파급 경로는 세 가지

쟁의 격화가 일정부분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경로는, 직접효과

ADB 연구의 기본 시나리오는 2019년 9월 1일

(Direct effect)로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국가와

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3,740억 달러, 중

품목에 미치는 영향이다.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

국이 미국에 1,18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한 관

된 상품의 구매자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 해

세인상 조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본

당국으로부터의 수요를 줄인다. 두 번째 경로는,

시나리오에는 미중간 상호관세부과 조치뿐 아니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서 국내 및 글로벌 공

라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조치 및

급체인을 따라 발생한다. 관세부과로 인해 수출

한국과 브라질 등이 관세예외조치 대신 받은 쿼

이 줄어든 공급자는 생산을 축소하고 이 때문에

터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상호 보복
(Bilateral Escalation) 시나리오는 미중 양측이 상

13) 여기서는 해당 연구가 설계한 모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자세한 모
형설정과 세부자료 구축은 원문을 참조하시오.

호 교역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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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자동차 관세인상은 이

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10% 발생한다면 한국에

전 관세초치에 추가해 미국이 12월로 결정을 연기

미치는 영향은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동차 부문에 자국이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와

우선 GDP 감소폭이 -0.22%에서 -0.10% 수준으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로 줄어든다. 이러한 무역전환으로 인한 긍정적

조치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미국

인 효과는 수출에서 두드러진다. 기본 시나리오

의 자동차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에서 우리 수출이 -0.11% 감소한 반면 미중 양측

도 포함되어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Worse-Case

이 서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분쟁이 격

Scenario)는 이 모든 조치의 영향을 합한 효과이

화한 상황에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우리 수출

다. 현재 미중 간에 무역협상 재개 움직임이 보이

이 0.0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0.07% 감소하는

고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경기하강의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감소폭도 기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동차 부

본모형의 -0.18% 감소에서 -0.08% 감소하는 것으

문 관세인상까지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

로 부정적인 효과가 상쇄된다.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

추가적인 분석결과는 무역전환 효과가 커질수

고 가정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인 상호보복 단계가

록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장 현실과 가까운 결과가 될 것이다.

이 상쇄되는 정도가 커지고 전환되는 효과가 일
정수준 이상이면 오히려 우리 경제에 기회요인으

(2)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전환효과를
30% 수준으로 높게 가정하면 상호보복 시나리오

ADB자료를 바탕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의

에서 한국의 GDP는 오히려 0.15% 증가하고 수

GDP,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출과 고용도 각각 0.81%와 0.11% 증가하는 것으

분석결과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파급경로 중에서

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전환효과가 30% 수준이

무역전환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따라 시

더라도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까지 부과

나리오별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의 설명

하고 글로벌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최악의 시나리

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 상호

오에서 우리의 GDP는 -0.25%, 수출과 고용은 각

보복 단계에서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각 -0.63%, -0.2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만 발생하고 무역전

이러한 결과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

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본 모형(Base Model)

데 우리의 대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추이

의 결과는 한국의 GDP가 -0.22%, 수출은 -0.52%

와 일정부분 맞아떨어진다. 또한 무역협회의 분

감소하고 고용은 -0.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석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 중국제품의 점유율이

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품

2018 상반기 20% 수준에서 18%로 감소한 반면 한

목을 생산하는 국내 및 외국의 경쟁기업들에 전

국산의 점유율은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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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역분쟁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1(기본분석 v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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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DB 자료 이용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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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역분쟁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2(기본분석 v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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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DB 자료 이용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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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세계 및 주요국의 무역분쟁 파급효과
단위 : %, 천명

GDP

수출

고용

전세계

-0.30

-1.41

-0.29

미국

-0.29

-3.80

-0.25

중국

-1.28

-9.39

-1.16

일본

-0.03

-0.05

-0.02

베트남

0.29

1.17

0.12

EU

-0.02

-0.02

-0.01

자료 : ADB 자료 이용 저자 작성.
주 : 무역전환효과 10% 수준에서 상호보복단계(미-중간 30% 관세부과)의 분석결과.

되었다.14) 추가관세가 부과된 제재품목에서의 점

분석된다. 대체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부정적인

유의 상승폭도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

시장에서도 미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하락한 품목

국의 GDP가 1%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상승한 지점도 일부 나타

동안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던 6%의 경제성장률이

나고 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일자리 감소

무역전환효과가 10% 수준이라는 가정에서 상

는 전세계 고용 감소량보다 크게 나타나고 미국

호보복 단계의 전세계 및 주요국에 미친 파급효

의 고용감소는 상대적으로 적다. 미중 무역분쟁

과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세계 파급효과는

의 수혜자로 인식되는 베트남은 주요 지표가 오

GDP가 -0.30% 감소, 글로벌 교역도 -1.41% 축소

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1% 이상

되고 고용도 0.29%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증가하고 GDP와 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14) 문병기 외(2019) “미중 무역 분쟁의 수출 영향” 「Trade Focus」(24호),
국제무역연구원.

다. 일본과 EU는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작은 것
으로 보인다.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2년여간 이어온 미중 무역분쟁을 전망하는 분

의 증가로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하

석에는 양측이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는 상황이 미

고 있다. 그동안의 과정과 트럼프 행정부의 종잡

국의 대선 즉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을 수 없는 행보를 보면 무역협상이 쉽게 타결되

주장과 경제상황의 악화와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양측이 서로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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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총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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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자료 이용 저자 계산.

하여 관세부과 조치를 중단하고 일정수준에서 관

규제, 중동 불안에 의한 유가상승 등 험로를 계속

세를 되돌리는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한다 하더라

지나오고 있다. 이 시기에 환율을 매개로 한 금융

도 관세 이외의 분야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뇌관

부문의 변동성 확대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

으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삼

용할 수 있다. 최근 위안화와 같이 원화가치도 지

고 있는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이슈와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외국인투자 기업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는 해도 위안화 가치하락

에 대한 처우 등은 중국 입장에서 쉽게 양보하기

과 원화의 변동성 확대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

힘든 분야이다.

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

또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향후 양

체 신호가 강해짐에 따라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자의 협상과정에서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으로의

인하하는 등 다시 양적완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

분쟁 확대 우려도 있다. 미국은 EU의 경기부양 목

고 이러한 움직임은 환율변동성을 더 확대할 수

적의 양적완화 조치에도 불만을 나타내며 추가적

있다. 외환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에 미

인 관세조치를 언급하는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

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책공조

속적으로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러한 분

가 반드시 필요하다.

쟁지점의 확산과 장기화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더

일본의 수출규제와 맞물려서 최근 정부에서는

욱 확대하고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

우리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및 수입대체화를

기침체의 신호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장기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

도 2000년대 내내 급속히 확대되던 글로벌 생산

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하락에 이은 일본의 수출

네트워크의 확대는 최근 들어 정체하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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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 내 또는 지역 내 가치사

가치사슬을 활용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

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국의 생산

하고 육성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및 국제 교역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

정부에서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

기 위해 교역에서 발생하는 자국의 순부가가치

다.15) 이 방안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3대 시장

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제

(전략, 신흥, 주력)과 시장별 수출경쟁력 강화 전

조 2025도 이러한 자국 산업고도화 정책을 목표

략 등 그동안 시행되어온 무역관련 정책의 전 분

로 하고 있다.

야를 망라하고 확대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

시나리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역분

다. 이같은 적절한 산업정책을 통해 우리 수출의

쟁이 격화되더라도 무역전환효과를 활용하면 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무역전환효

정부분 우리에게 수출증대의 기회로 작용할 여지

과를 극대화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림으로써 미

가 있다. 무역전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 무역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대응

단순히 국산화 및 수입대체 비율을 높이는 것이

책이 될 수 있다.

아니라 국제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우리 수출
구조에서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부분과 국제

15) 관계부처합동(2019.9),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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