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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ㆍ통상전략
요약
l 기존의 냉전 시대가 정치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반면, 현재 냉전은 첨단기술 패권경쟁으로 시작
╺ 디지털기술 경쟁은 미래의 패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l 산업ㆍ통상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인 전쟁을 개시한 상황
╺ 미국은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첨단산업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
고 싶어 하고, 현재는 그 시작에 불과

╺ 추가 관세부과나 몇몇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미국에도 실익이 없다는 평가
가 있지만, 향후 장기적 이익을 위해 더욱 강화될 전망

╺ 수출관리규정 및 행정명령을 통한 중국기업 제재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퇴출과 청정네
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중국 고립화 정책은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

l 중국은 미국의 기술봉쇄와 제재를 기술의 자립도 제고와 내수성장 그리고 우호국 확대 전략
으로 대응

╺ 중국은 ‘신형인프라(新基建)’, ‘쌍순환(双循环)’ 전략 등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디지털전환
가속화, 공급망 국산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

╺ 중국은 미ㆍ중 분쟁 격화 등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으로 내수진작과 공급망 자국화에
주력할 전망

l 미국과 중국 간 산업ㆍ통상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전제 아래 우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산
업ㆍ통상전략을 마련할 필요

╺ 산업ㆍ통상측면에서 단기적ㆍ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일 수 있고 대중국 비교우위도 유
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 냉전 시대는 불가피하므로 불확실성이 증가

╺ 국제질서가 군사동맹에서 통상동맹으로 그리고 첨단기술 동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
며, 우리는 유럽 및 캐나다, 일본 등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할 필요

산업경제이슈

1. 미국의 중국 고립정책
▣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과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한 중국기업 제재
l 미국의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1979년부터 대량살상
무기, 군사 행위, 국가안보, 외교적 문제 등과 연관된 경우 이중용도(dual use) 제품의 수출,
재수출 및 관련 행위를 규제

╺ 수출관리규정의 부속문건(Supplement No.4 to Part 744)에서 이른바 제재목록(Entity
List)을 명시

╺ 현재 화웨이(华为, Huawei) 및 114개 계열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 제조사 등이 제재목록에 올라 있는 상태

╺ 인공지능과 안면ㆍ음성 인식기술(SenseTime, Hikvision, iFlytek 등) 관련 첨단기업도 국
가안보 이유로 제재

<표 1>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일시

분야 및 이유

2018.10.29

국가안보 관련
반도체

푸젠진화(福建省晋華集成電路有限公司, JHICC)

2019.5.15

5GㆍICT 분야

화웨이(华为, Huawei) 및 68개 계열사

2019.8.19

5GㆍICT 분야

화웨이 및 46개 국내외 계열사
(2019.11.18., 2020.5.15. 90 임시허가 90일 연장)

2019.10.7

2020.5.15

힉비젼(海康威视, Hikvision), 다화커지(大华科技, Dahua Technology), 아이플라이텍
국가안보 및 외교
(科大讯飞, iFLYTEK), 센스타임(例如商汤科技, SenseTime), 메그비(旷视科技, Megvii) 등
관련 AIㆍ안면인식
28개사
5GㆍICT 분야

화웨이 및 114개 국내외 계열사에 8월 13일까지 90일 임시허가(Temporary General License,
TGL) 연장

대량살상무기 및
군사행위 관련
ICT업종

베이징다타커지(北京达闼科技, Beijing Cloud Mind Technology Co.),
베이징컴퓨팅연구센터(北京计算科学研究中心, Beijing Computational Science Research
Center) 등 24개사

신장웨이우얼
인권 관련

중국 공안부,
악수화푸 섬유(阿克苏华孚色纺有限公司, Aksu Huafu Textiles Co.),
난징펑화위성통신발전공사(南京烽火星空通信发展有限公司, Nanjing Fiber Home Starry
Sky Communication Development Company) 등 8개사

2020.5.22

2020.8.17

2020.8.26

제재목록(Entity List)상의 주요 기업

5GㆍICT 분야

21개 국가에 소재한 38개 화웨이 계열사 추가
임시허가(TGL) 만료
해외직접생산규칙(FDPR, 2020년 5월 개정) 보완

중국준설공사(中交疏浚股份有限公司,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남중국해 군사기지 Dredging Group Co.),
건설 관련
베이징환지아통신기술공사(北京环佳通信技术有限公司, Beijing Huanjia Telecom Co.),
인프라건설 업종 창저우궈광데이터통신공사(常州国光数据通信有限公司, Changzhou Guoguang Data
Communications Co.) 등 24개사

자료: 저자 정리, 원자료: 미국 상무부(https://www.commerce.gov/tags/entity-list, 접속일: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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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산업안보국은 8월 17일 화웨이 및 계열사의 임시허가를 만료시키고, 해외직접생산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보완함으로써 사실상 완전 고립화

╺ 해외직접생산규칙은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10% 이상 사용한 제품을 제재목록에
있는 화웨이 및 계열사와 부품 및 완제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9월 15일부
터 발효됨에 따라 삼성과 SK의 스마트폰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납품 중단

l 미국은 반도체제조 및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
╺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SMIC(中芯國際,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

╺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抖音, TikTok)과 위챗(微信, WeChat)을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국가안보 및 미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45일 간의 유예기간
을 두고 이후에는 미국 내 사용을 금지명령

╺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하여 90일 이내에 동영상 앱으
로 알려진 틱톡(TikTok)의 모기업인 인공지능 기술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의 미국 내
사업 매각 및 퇴진과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 이전을 명령

▣ 통신 분야 청정네트워크(Clean Network)를 통한 중국 고립화
l 미국 국무부장관은 개인의 사생활과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자산의 보호막으로서 청정네
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 확대를 공표1)

╺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표준을 위해 2020년 4월 29일 발표된
‘5G Clean Path Initiative’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었는데, 사실상은 노골적인 중국 고립
정책

╺ (Clean Carrier) 중국통신사의 미국 통신 네트워크 접속 금지
╺ (Clean Apps)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앱 스토어에서 글로벌 혁신기업
들의 앱을 제거

╺ (Clean Clouds) 미국민의 지식재산권 및 코로나19 백신 연구 관련 개인정보가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을 원천 차단

╺ (Clean Path) ‘5G Clean Path Initiative’에 나타난 바와 같이 5G 통신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화웨이, ZTE 등의 IT Vendor들의 전송ㆍ제어ㆍ컴퓨팅ㆍ저장 장비 사용을 금지

l 미국은 청정네트워크의 글로벌 확산을 통하여 중국을 압박할 예정
╺ 영국,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등은 신뢰할 수 있는 5G 인프라 장비만
을 도입하기로 결정
1) 미국 국무부장관 Michael R. Pompeo가 8월 5일 발표(https://www.state.gov/the-clean-network, 접속일: 2020.9.2).

03

산업경제이슈

╺ 미국은 AT&T 및 버라이즌(Verizon)과 스프린트(Sprint), 영국의 오투(O2), 프랑스의 오렌
지(Orange), 인도의 지오(Jio), 호주의 텔스트라(Telstra), 일본의 엔티티(NTT) 및 한국의
SKT와 KT 등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청정통신사(Clean Telcos)’로 변모 중임을 강조

l 향후 미국은 우방 국가들에 청정네트워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함으로써 중국 고립화를 가
속할 전망이며, 중국은 데이터 안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예상

╺ 향후 6G 개발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de-coupling)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응해 우리의 공동연구개발 방향도 재정립할 필요

2. 중국의 대미 기술의존도 낮추기와 산업ㆍ통상 중화권 구상
▣ 중국의 대응은 기술의 자립화, 내수성장 동력 확대 전략
l 중국은 미ㆍ중 분쟁의 불씨가 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전략
의 핵심이었던 국산화율 제고와 기술의 자립화 정책을 지속 발표

╺ ‘스마트 플러스(智能+)’, ‘신형인프라(新基建)’ 전략을 통해 5G,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속

╺ 중국 국무원은 8월 4일 최근 미국의 對화웨이, SMIC에 대한 제재 대응을 위해 세제 혜택,
연구개발지원 등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

l 코로나19 이후 시진핑 주석은 ‘쌍순환(双循环: 이중순환)’ 전략을 제시
╺ 국내 기술력 제고, 공급망 국산화 등의 내부순환과 투자 및 개방 확대를 통한 세계화와 일
체화의 외부순환을 강조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 피력

╺ 개혁개방 이후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로 성장한 중국이 이제는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국내 대순환 전략을 강조

<표 2> 최근 발표된 중국의 산업경제 정책 주요 내용
발표기관 및 일시

주요 내용

경제공작회의(2018.12)
중앙정치국회의(2020.3.4)
국가발전개혁위원회(2020.4.20)

(신형인프라) 5Gㆍ인공지능ㆍIoT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

중앙정치국회의
(2020.5.14, 7.30)

(쌍순환경제) 내수성장과 국제경제 ‘쌍순환(雙順環)’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
강조
- 경제 구도를 내수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전략으로 국내 공급망 공고화(공급측 개혁)
및 내수시장 확대를 강조

국무원(2020.8.4)

(반도체 육성정책) 28㎚ 이상 공정도입 시, 영업 기간 15년 이상인 기업만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등의 감세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발표

자료: 중국 정부 정책문건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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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는 리밸런싱(re-balancing) 전략으로 수출에서 내수로 수요
구조의 변화를 추진했다면, 쌍순환 전략은 기술, 공급망 등 생산의 국내 자립화를 추진하는
점에서 특징적

╺ 기술자립화를 통해 자국 내 산업의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급망의 해외 의존도를 낮
춰갈 전망

╺ 중국언론에 따르면 쌍순환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계획의 정책기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의 기술과 공급망 자립화 전략은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산업에 지
난 10년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요구

l 중국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장기적인 전략을 강화하며 내실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 최근 발표된 산업ㆍ경제 정책들은 우회적으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중국
경제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중국의 중장기 전략

▣ EU, 일본, 한국 및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l 중국은 미ㆍ중 분쟁 이후 EU, 일본, 한국,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폭넓은 경제무역 교류를 통한
교역의 다변화를 강조

╺ 최근 중국은 한ㆍ중ㆍ일 FTA 타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적극적인 추진, WTO 등의 다자기구를 통한 자국 권리
수호를 지속

l 특히,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과학기술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 및
표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 일대일로 국가들과 5G,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北斗, 북두) 위성항법 시스템 등 분야에서
표준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 중

╺ 2018년 11월 일대일로 국가와 과학기술 협력 기구인 ‘국제과학기구연맹(ANSO, The
Alliance of International Science Organization)’을 창설하고, 중ㆍ동부 유럽 16개 국가
와 협력 추진

▣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니셔티브 추진
l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청정네트워크에 대응하여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글로벌 데이터안전 이
니셔티브(全球数据安全倡议)’2) 추진을 발표하면서 독자적인 데이터 안보의 국제표준 주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상 수준
2)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9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디지털 거버넌스 심포지엄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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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개방적 글로벌 공급망 및 데이터안전 유지 주력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다른 나라의 핵심인프라 침투 및 데이터 유출 금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및 감시 금지
╺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지 법률을 존중하고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글로벌 기업 본
국에 저장하려는 요구 금지

╺ 필요 시 사법 협조를 통한 국가 간 데이터 접근 수요를 해결
╺ 정보기술제품에 백도어(backdoor)3)를 통한 정보수집 불가
╺ 정보기술 관련 기업이 제품을 통한 부당이익 도모 불가
l 그동안 미국이 제기해 온 백도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과 중국 내 글로벌 ICT 기업의 현지
데이터 저장에 대한 의견 재확인

╺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화웨이의 백도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

╺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에 있어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
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틱톡의 미국 내 취득 개인정보의 중국 내 저장
에 대한 불안 해소 노력

3. 향후 전망
▣ 미국의 대중국 고립정책 장기화 전망
l 산업ㆍ통상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쟁을 개시하였고 전략적으
로 수행 중

╺ 미국은 무역 불균형 시정에서 산업기술 보호로 단계적으로 확전하고 있으며, 우방국들을
효과적으로 참전시키는 중

╺ 한편으로는 남중국해 문제, 대만과 홍콩 문제, 신장웨이우얼 인권문제, 중국과 인도 접경문
제 등 국제정치ㆍ외교적인 분야까지 중국을 압박

╺ 생활필수품 및 범용제품 등 기존의 일반적인 대중국 교역 분야는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ICT 분야 및 통신,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중국 고립화는 조직적으로 지
속될 전망

l 향후 미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중국기업을 제재목록에 올려 제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비슷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3) 정상적인 사용자 인증 없이 무단 사용이 가능한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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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재 중인 기업 외에도 화웨이와 위챗, 바이트댄스 등을 대체하는 기업으로 제재가 확
대될 가능성 농후

╺ 미국의 그래픽처리장치 특화 반도체기업 앤비디아(Nvidia)가 글로벌 반도체 설계기업 암홀
딩스(ARM)를 9월 13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고립화

▣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 및 첨단기술 대미 의존도 낮추기 전략 가속화 전망
l 중국은 협상을 통하여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형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상당 기간 산업ㆍ통상 측면에서의 고립에 직면

l 중국은 미국의 대중제재 강화, 코로나 책임론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내수 및 기
술ㆍ공급망 자립화 중심으로 이행을 가속화할 전망

╺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내수확대 중심의 ‘쌍순환’ 전략은 14차 5개년 경제발전계
획(14차 5개년계획)의 키워드가 될 것이며 중국의 중장기적인 경제운영 방향이 될 전망

╺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 구조 재편을 위한 공급측 개혁을 통한 국내 기술력 제고와 공급망
의 국산화 전략을 가속화

╺ 대외의존도 축소 및 기술 분야의 자주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의 정책지원이 확대될 전망
╺ 중국은 반도체산업의 자립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인재유치에
더욱 적극적일 듯

▣ 첨단기술 동맹 요구 심화로 불확실성 증가
l 첨단기술 냉전은 승패가 확실히 결정되기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며, 미국의 청정네트워크 동참
요구와 중국의 대응 보복조치 등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
이 시급

l 미국의 청정네트워크, 경제번영네트워크,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대중국 디커플링 등 다양한
중국 고립정책에 한국의 동참 요구가 심화될 전망

╺ 중국은 최대교역국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을 미국의 협력체계에서 분리하고자 한반도
안보와 통상측면에서 강온 양면으로 한국 길들이기(bullying) 정책을 추진할 전망

l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제재목록에 올라 있는 화웨이 및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증가

╺ 화웨이 및 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제재로 5G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폰 제조에서 반사이익
에 대한 기대와 메모리반도체 판매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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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중국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자급률 제고와 미국의 제재 확대로 중국
수요를 상당부분 손실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불확실성이 증가

4. 우리의 대응
l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장기화를 대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입장표명
에는 신중할 필요

╺ 우리에게 주어진 미국과의 군사동맹 및 중국과의 최대교역이라는 안보와 산업ㆍ통상 간 이
질적인 대외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

╺ 일부에서 주장하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라는 ‘안미경중
(安美經中)’은 오히려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점차 대두

╺ 일반적인 통상분야에서 중국과의 교역은 유지하더라도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는 신중
해야 하지만, 여전히 양자택일의 강요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에는 조심할 필요

l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생존전략은 첨단기술ㆍ신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관계국들과 연대 협력이 절실

╺ 반도체ㆍ5G 등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산업에서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6GㆍAI 등
첨단기술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 및 혁신기술 발굴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

╺ 미ㆍ중 간 첨단기술 냉전 시대 소규모 국가의 독자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신 네트워크 등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외에도 유
럽, 캐나다, 일본과 기술표준 분야에서 협력체계 다각화로 위험 분산 필요

l 중국이 기술과 공급망 자립화 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
국 산업과 기업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

╺ 중간재 수출기업은 중국 수출시장의 감소 위험에 대응하여 직접투자 등 새로운 시장진출
방법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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