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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①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를 위한 통합이노베이션전략 추
진, ② 부처별 대응 체제 구축, ③ 기술유출 방지책 등 경제와 안보가 일체화된 경제안보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등 일본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일 동맹을
축으로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RCEP 타결 등 중국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통상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통상, 외교안보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고, 차기 행정부 인
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민·관 총력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기술패
권경쟁에서 동맹국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중국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한·미 동맹을 축으로 통상·산업정책의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내 제도정비
의 가속화와 함께 우리와 공조 가능한 우방국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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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은 미·중 패

없이 요구하고 있다.

권경쟁으로 상징되는 보호주의 무역의 대두로 중

외교·안보 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면

대한 전기를 맞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발발로 인

서 경제적으로는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해 글로벌리즘의 퇴조와 자국 및 지역 중심주의를

나라로서는 미·중 패권경쟁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가속화시키고 있다.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일동맹 최

미·중마찰의 격화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존도

우선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가 미·중 패권경쟁하에

저하를 위해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

서 자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 및 중

래 자국 기업의 중국 생산기지나 중국 기업과의

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거래를 줄이고,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 및 조달처

고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바이

를 다변화하거나 자국 내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대중국 강경정책 기조는 큰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중마찰은 단순한 무역마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찰에서 벗어나 투자, 기술, 인적 교류, 외교·안보

본고에서는 최근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등 패권경쟁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

이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중점을 맞

서 미국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산업통상 면에

추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

서도 동맹국들의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도록 끊임

고자 한다.

2. 미·중 패권경쟁의 경위
(1) 미·중 마찰의 성격 변화와 패권경쟁

리 미국은 그동안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
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시진핑 정권 출범

미국은 미·중수교 이후 중국이 경제발전을 하

(2012년) 이후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

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체주의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1) 동시에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구소련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을 도용함으

견제 차원에서도 중국의 WTO 가입 등 시장경제

로써 부당하게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서방국가의 대중국 투

대외 팽창정책을 지향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위

자 분위기 조성을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적극
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

1) 
, “
界經濟評論IMPACT」, 2020.11.2.

”, 「世

2 0 2 0 1 2

85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일본의 대응 전략

협한다고 인식하였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

(2) 최근 미국의 주요 대중국 규제조치 내용

해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제조2025 등을 통해 5G 등 첨단 기술분야에

미·중 간의 마찰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2020

서조차 미국 패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부각

년 1월, 8월 25일 각료 레벨의 점검회의) 이후 소

한 것이다.

강상태로 들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미국측이

미국은 트럼프 정권 집권기인 2017년 말부터

코로나19 확대를 초래한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

한 비판을 제기한 2020년 3월부터 격화되었다.

는 대중국 관여(engagement) 정책이 실패하였

관세부과 등 무역분쟁에서 안전보장과 기술, 정

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불공정하고 부도

치체제, 인권 문제로 마찰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덕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미국의 패권을 흔드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도용 문제, 중국의 미

는 도전요소라고 판단하고, 미국 행정부뿐만 아

국 사회에 대한 공작(공자학원 및 스파이 활동),

니라 의회도 초당적으로 대중국 강경정책을 급격

홍콩 문제, 중국공산당 체제 등에 대한 비난을 들

히 추진하게 되었다.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

수 있다.

스트)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기반인 러스

미국은 수출규제, 對美투자, 미국 정부 조달 등

트벨트 백인들의 고용불안이나 경제쇠퇴를 글로

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벌화나 특히 중국 탓으로 돌리면서 중국제품에 대

국의 대중국 규제 관련 주요 근거법으로는 국방수

한 관세부과 등 무역보복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

권법(NDAA)2019, 외국투자리스크심사현대화법

였다.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 상호 상

(FIRRMA), 수출관리개혁법(ECRA), NDAA889

승작용을 하였다. 미국은 안보 면에서 인도태평양

조가 있다. 또한,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비상대권

전략이라는 중국 봉쇄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반

을 인정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들 수

도체, 5G 등 첨단산업·기술분야의 조달, 투자, 연

있다. FIRRMA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심사

구인력, 유학생 교류 등 전방위적인 대중국 규제

하는 對美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

강화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글로벌 통상차원에서

하였다. ECRA는 미국수출관리규칙(EAR)의 근거

도 트럼프 행정부는 TPP에서의 탈퇴, NAFTA나

법으로 수출관리의 대상을 신흥기술과 기반 기술

한·미 FTA 등 기존 FTA의 수정 체결, WTO의 항

로까지 확대하였다. NDAA889조는 특정 제품·서

소기구의 무력화, 각종 국제기관에서의 지원 철

비스의 정부조달이나 이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회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조

미국 정부와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법률이다.

치를 취해왔다.

IEEPA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중국 기업 등에 대해

미·중 마찰의 격화에 따라 미국은 외교·안보뿐

규제조치를 할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2)

만 아니라 산업통상 면에서도 우방국들의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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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미국 대중국 규제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국방수권법 - 매년 국방예산의 대체적인 규모를 정하는 법률로 2019년판이 특히 중국 규제의 성격이 강함
2019
(2018. 8 제정)
국제긴급 -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경제권한법 (2019. 5 제정)
(IEEPA) - 바이트댄스社(틱톡) 등과의 미국기업·시민과의 거래를 45일 후에 금지하는 대통령령 발표(2020. 8)

수출관리

- 미국 상무성, 화웨이 등을 수출규제 대상으로 추가(2019. 5)
- 화웨이와 관련 회사 68개사를 엔터티 리스트에 추가(2019.5)
- 화웨이에 대한 추가수출규제를 통해 반도체 수출을 규제(2020. 5)
-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범용품에까지 확대하고, 엔터티 리스트에 화웨이 관련 회사 38개사를
추가(2020. 8)
- 화웨이에 대해 미국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수출 금지(2020. 9. 15)
- SMIC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제(2020. 10. 4)

정부조달

- 화웨이 등 중국 기업 5개사를 미국 정부 조달 대상에서 금지(2019. 8)
-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EN) 프로그램(2020. 8)을 추진하여
통신사업자, 어플스토아, 스마트폰 어플, 클라우드서비스, 해저케이블 5개분야에서 중국기업 배제 추진

투자규제

- 미국 상원의원이 중국 바이트댄스社의 미국 뮤지커리社 매수에 관한 심사를 對美외국투자위원회
(CFIUS)에 요청(2019. 10)
- CFIUS의 심사에 의거, 9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사업 매각을 명령하는 대통령령 발표(2020. 8)
- 중국 군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트럼프 행정명령,
2020. 11. 13)
- 나스닥에 중국 기업의 신규상장을 사실상 제한하는 룰을 발표하는 등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에서 자금조
달을 규제
- 미국 상원, 미국증시 상장 중국 기업의 PACOB(상장기업회계감시위원회)에 의한 감사 의무화 및 3년 이
상 거절 시에 상장 폐지하는 법안 성립(2020. 12. 2)

중국
디커플링을
위한
주요 조치

-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상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조치 강구
- 중국 견제 기술동맹 추진(한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등) 구상
- 인도태평양전략 등을 통한 외교·안보 측면의 중국 봉쇄전략 추진
- 바이든 당선자, 중국에 대항하여 통상정책을 우방국과 연대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2020.11. 17)

자료 : 「일본경제신문」 등에 의해 필자가 정리.

미국은 종래 수출규제를 테러국가에 대한 무기

(안전보장과 외교 정책상 우려가 있는 기업 대상)

수출이나 군사전용이 가능한 기술·제품의 해외 반

에 게재한 것이다. 이들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수

출에만 적용해 왔다. 최근 중국을 안전보장상의

출관리규칙(EAR)을 적용하여 미국기업의 수출을

위험 국가로 간주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특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외국 기업의 경

정) 제품이나 기술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우에도 미국 제조장치나 설계소프트웨어를 사용

한, 제3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재수출규

한 제품의 경우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였다.

제 형태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MIC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금지(허가제)하였

2019년 5월 화웨이 등 5개사3)를 엔터티 리스트
3) 1단계 규제 대상은 화웨이 외에 ZTE(中興通訊), 감시카메라의 하이크비
전(
), 다화 테크롤러지(浙江大華技術), 무선통신의

다. 또한, 스마트폰에 동화(

)를 투고하는 어

하이테라(海能達通信)였다. 2020년 5월과 8월에 다수의 중국기업을 추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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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인 틱톡(미국의 이용자 1억명)에 대해 미국 정
부는 이 어플을 통해 중국 정부에 미국인의 개인

중국도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 관련 다양한 대
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보가 유출되어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첫째, 중국 정부는 기술의 자립화와 내수성장동

있다고 판단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

력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자국 기술력 제

제권한법(IEEPA)과

외국투자리스크심사현대화

고 및 자체 공급망 구축 등의 내부순환과 투자 및

법(FIRRMA)을 적용하여 중국 바이트댄스(Byte-

개방 확대를 통한 글로벌화 지향이라는 외부순환

Dance)社에 틱톡 어플 미국사업을 미국기업에

의 조화를 추진하는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

매각하도록 요청하였다.4) 미국은 2020년 4월부

다. 특히 내부순환과 관련 對美의존 축소를 위해

터 military end user 정의를 중국군 이외에도 공

스마트플러스 전략과 신형인프라 전략을 수립하

안과 군수물자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과 사람들에

고 5G,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분야

게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 원천기술 개발, 반도체산업 국산화율 제고 등

행정명령을 발동(2020. 11. 13)하여 중국 군부가

에 지원정책을 집중하고 있다.6)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밝혀진 중국 기
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였다.

둘째, 미국의 화웨이 등 중국기업 제재에 대항
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수출관리강화를 위한 새
로운 법률을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3) 중국의 대응 조치

법에는 전략물자(희토류 등)나 하이테크 기술 등
을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 허가제를

미국과 수교할 당시 중국도 중·소국경 분쟁 등

도입하였다. 어떤 지역·국가가 수출규제를 남용

으로 구소련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은 미

하는 경우 중국의 대항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일

국 등 서방국가의 협력하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

본경제신문, 2020. 12. 1).

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세계패권을

셋째, 중국 주도의 데이터 관리 모델을 만들려

쟁취한다는 장기목표를 세웠다. 즉 중국이 그동안

는 목적으로 데이터 취급을 둘러싼 세계 기준 작

歐美 및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굴욕의 역사를 청산

성을 요구하는 ‘데이터 관리기준 이니시어티브’를

하여 중화사상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발표하였다. 미국이 중국제의 소프트웨어나 장비

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한 등소평의 도광양회(韜

에 백도어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절취하고 있기 때

光養晦)도 미국의 패권에 대항할 힘을 비축할 때

문에 대중국 규제가 필요하다는 클린네트워크 구

까지의 시간벌기라는 측면이 강하였다.5)

상(2020. 8) 등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미국의 틱톡에 대한 규제 등 기술무역 규

4) 日本經濟新聞, “TikTok、
沌”, 2020. 9. 11.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미국 오라클사, 월마트
가 제휴한 틱톡글로벌이란 신규회사 설립(2만 5,000명의 고용창출) 계획
안(案)을 승인하였다.
5) 
,“
”, 「世界經濟評論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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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
6) 김동수 외, “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통상전략”, 「i·KIET 산업경제이
슈」, 산업연구원,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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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항하여 중국도 ‘수출금지·제한기술목록’

하기 위하여 EU, 일본, 한국 등 일대일로 연선 국

을 수정(2020. 8. 28)하였다. 2008년판 목록에서

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RCEP

수출금지항목 4개 삭제, 수출제한항목 5개 삭제,

타결도 그의 일환이다. 중국은 미국의 디커플링

수출제한항목 23개 추가, 수출제한금지항목 21

정책에 맞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코로나 외교8), 백

개를 수정하였다.7)

신외교, 일대일로의 채무외교 등을 통해 국제사회

다섯째,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대항
7)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IEP,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
요 내용 및 시사점」, 2020. 10. 20, pp. 1~10을 참조하세요.

의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8)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책으로
향후 2년간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3.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일본의 대응
(1) 일본의 경제안보정책 추진 강화

양자기술, 소재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
최첨단의 연구개발거점 형성, 고도 전문인력 양

□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를 위한

성, 계측·분석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이노베이션전략 추진

연구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의 도전을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일본 정

지원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굴지의 펀드도 창설할 예정이다. 한편 산관

전략적 불가결성(strategic indispensibility)9)을

학 협력을 통해 환경·에너지, 건강·의료, 우주, 식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자규제, 수출관리,

료품·농수산업 등을 전략 분야로 중점 육성할 방

경쟁정책, 연구개발투자, 기술 유출 방지 등의 다

침이다.10)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이 신흥기술에 대한 혁신으

□ 부처별 대응체제 구축

로 이행한다는 판단하에 과학기술종합정책인 통

일본정부는 안전보장과 일체화된 경제정책을

합이노베이션전략(금년 7월)을 발표하였다. 동 전

추진하고 있다.

략에서는 디지털화, 이노베이션 능력, 연구능력의

첫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안전보장무역관

관점에서 일본의 위상을 평가하였다. 전략적으로

리)와 외자규제 측면에서 주무 부처로서 대응책을

추구해야 할 주요 기반 기술로는 AI, 바이오기술,

강구하고 있다. 수출관리 측면에서 제조산업국 내

9) 이제까지 일본이 배양·축적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타국으로서는 결정적으
로 중요한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10) 日本 內閣府, 「

2020」, 2020. 7. 17.

2 0 2 0 1 2

89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일본의 대응 전략

에 제조산업기술전략실을 설치(2015년)하여 산

장비보전관리관을 신규 임명하여 방위산업의 정

업 경쟁력과 안전보장에 관련된 민·군 겸용기술

보유지나 해외 기술유출 방지책 강화에 착수하

을 특정하고 보호, 육성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였다.13)

2019년 6월 경제안전보장실, 기술조사실도 설치
하여 중요 기술의 서플라이 체인 분석과 외국인투

□ 일본의 기술유출 방지책 강화

자 관련 기술조사를 시작하였다. 수출관리 등의

전술한 종합과학기술정책인 통합이노베이션

분야의 새로운 제도설계를 검토하는 제도심사실

전략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대

도 신설하였다. 또한 미·중 하이테크 패권경쟁과

한 일본의 기술성과가 대량파괴무기에 전용되거

관련하여 2019년 11월 외자규제를 개정하였다.

나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사이버보안, 전력, 가

들어있다. 또한, 그동안 2019년 개정된 외위법(외

11)

스 등 12개 분야 의 655사(2020. 7. 10 현재)의

국환관리에관한법률)의 안전보장 관련 사전신고

기업 주식을 외자가 구입할 때 사전신고가 의무화

의 대상에서 빠져있던 대학 등도 포함시켰다. 유

되며, 외국인지분비율은 종래 10%에서 1%로 제

학생이나 연구생의 이동, 해외 기업의 일본 기업

한한다. 2020년 8월에는 총무성과 공동으로 안전

매수 등 기술유출 정보를 관계성청이 공유하여 공

보장이 명기된 산업진흥법인 ‘특정고도정보통신

동 대처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연구실 등이 과학

기술활용시스템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

기술진흥기구(JST) 등 일본 정부계 4개 기관으로

률’을 공포하였다.

부터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외로부터의

둘째, 내각부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각 부처

자금협력에 대한 정보 공개도 의무화하였다. 산학

의 경제안보정책을 수립·총괄하는 부처인 경제반

관 협력하에 비밀 기술정보 접근에 대한 내부관

(20명)을 설치하였다. 이는 일본의 외국인투자에

리체제 강화 등 산업스파이 대책도 강화하였다.14)

대해 경제산업성(심의관이 책임자), 총무성(통신

일본 자민당은 미국이 틱톡 제재론을 반영하

관계), 후생노동성(의약품 관계)을 총괄하는 조직

여 중국의 어플을 규제하는 ‘경제안보 프로그램법

이다. 주요 업무는 사이버 공격대책, 외자규제를

(가칭)’ 제정을 정부측에 제안하고 있다. 주요 법

포함한 AI 등 일본기술 유출 방지책, ５G 등 통신

안 내용으로는 ① 중국 기업의 어플규제를 가능하

안전보장 관련 과제,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게 하는 법, ② 군사기술 등 중요 기술 열람자격

12)

의료 분야의 서플라이 체인 문제 등이다.

셋째, 외무성은 2019년 10월 신안전보장과제

규제, ③ 일본 기업의 기밀특허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일본경제신문, 2020. 7. 28).

정책실(2020년 7월 경제안전보장정책실로 명칭
변경)을 설치하였다. 방위장비청도 2020년 4월
11) 이후 의약품과 의료분야도 추가하였다.
12)
,“
”, 2020. 6.3~6.5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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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村
 山裕三, 「
的不可欠性」を求めて」, PHP總硏, 2020. 10.
14) 日
 本經濟新聞, “
”, 2020.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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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통상전략도 경제와 안보를
일체화

존재한다(일본경제신문, 2020. 10. 9). 일본정부
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타결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WTO의 역할 중시 등

된 RCEP은 일본이 중국과도 실리 차원의 경제외

글로벌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미·

교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

중 무역마찰과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면서 미국을

다. 중국이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탈피하기 위

중심으로 세계가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중심의 산

해 일본 등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

업 보호 정책을 추진하자, 일본도 경제와 안전보

도 이해가 일치된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RCEP

장을 일체화하는 방향으로 통상산업전략을 수립

의 교섭 초기부터 일본 정부는 중국 견제 차원에

해 가고 있다. 미·중 마찰과 관련하여 일본은 기

서 ASEAN+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

본적으로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

함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의 견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

이 빠진 상태에서도 TPP를 일본 주도의 CPTPP

고 있다. 일본정부는 전술한 화웨이 등에 대한 미

로 타결시킨 바 있으며, 일·유럽 FTA를 체결하는

국의 제재 요구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의 관련 제

등 메가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

도를 고려하여 일본의 국내법이나 제도를 수정하

근 중국의 TPP 참가 의사 표명(APEC에서 시진핑

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

주석),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TPP 복귀 가능성과

하는 국가 간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 등 미국이 주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 향후 일

창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상에도 적극적인 자

본 통상정책 당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교·안보 면에서는 다

보인다. 다국간 자유무역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일

분히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본 정부는 미·중 갈등과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보

전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이고 있는 글로벌 통상질서 재구축에 미국과 보조

에서의 분쟁을 대비하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를 맞추면서 혹은 조정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

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정부는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국가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신뢰 외교

(3)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강화

를 통해 영어권 국가 정보교류체인 5eye에도 참
여를 타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중 마찰과 코로나 사태를 겪으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

며 의료품이나 소재·부품 등 전략물자의 서플라

여 중국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 체인 재구축을 통한 중국 의존도 감소전략을

는 주장도 있고, 경제인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

추진하고 있다. 조달(수입) 및 생산거점 차원에서

제협력을 통한 실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도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본의

2 0 2 0 1 2

91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일본의 대응 전략

<표 2> 일본 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자국 내 생산거점 강화 추진 사례
기업명

제품

롬

반도체

주요 내용
·후공정을 무인화하여 중국 등에서 후쿠오카현으로 생산공장 이관 검토

재팬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후공정 자동화 투자를 통해 자국 내 회귀를 검토
일본HP

PC

·일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도쿄공장의 능력 증강

캐논

디지털 카메라

카시오 계산기

손목시계

파나소닉

가전

세이코엡슨

프린트 헤드

TDK

전자부품

·아키타(秋田)현에 차세대 제조장치 투입 공장을 신설하여 중국으로부터 생산 이관

아이리스 오오야마

LED 조명

·사가현, 이바라키현의 자동화공장 신증설을 통해 중국에서의 생산을 이관

·미야기현(宮城縣) 신공장에 자동화 라인을 도입하여 해외생산을 이관
·야마가타현(山形縣) 공장의 자동화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2배로 증가시켜 중국
등의 생산시설을 이관
·일본 내 판매용 세탁기 및 전자레인지 등의 생산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관
·도호쿠(東北)지역 공장을 중심으로 자동화 투자를 통한 일본 내 생산비율 확대

자료 : h
 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focus/pdf/12166.pdf.

2019년도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홍콩 포함)의

다.16)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긴급경제대책

비중은 약 24%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다. 대중

(2020. 4)에서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지원예산으

국 수입 비중은 태국, 한국, 미국 등의 순서이며,

로 2,400억 엔을 편성하였다. 일본 내 회귀에 대

특히 독일, 영국 등은 대중국 수입 비중 전체 평

해서는 특정국 의존이 심한 제품이나 부품 소재

균인 14%보다 낮은 약 10%에 불과하다.15) 일본

생산거점의 경우 중소기업은 2/3, 대기업은 1/2

정부는 중국 등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으로 다변

까지, 의료 관련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 3/4, 대

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1) 정책과 자동화를 통

기업 2/3까지 지원한다. 한편, 중국 등에서 여타

한 일본 내 생산회귀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가로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JETRO의 조사(2019년 8~9월)에 따르면 글로벌

2/3, 대기업은 1/２의 비용을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생산거점을 이
전(일부 이전 및 예정 포함, 복수응답)할 의사가
있다는 일본 기업은 총 159건이다. 일본 기업이

(4) 일
 본기업의 미·중 마찰의 피해와
대처 사례

현재 자사의 해외 현지 생산거점의 이전을 실시·
검토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69.2％로 압도적으로

일본 기업들도 미·중 마찰에 따른 대미수출, 대

높았다. 주요 생산거점의 이전 대상국으로 검토

중국 수출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하는 국가는 베트남(27.0%), 태국(20.8%), 중국

거래 관계 리스크 축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

내 이전(9.4%), 일본(9.4%)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미국정부는 화웨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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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場自動化や規模
”, 日本總硏, 2020. 10. 23.

16) J ETRO, 「
海外ビジネス調査)

), ZTE(中興通
(ジェトロ

」,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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訊), 하이크비전(

), 다화

장 참여시에 규제 대상인 중국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浙江大華技術), 하이테라(海能達通信) 등 5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소

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과는 금년 8

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시스템 관

월 이후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련 거래가 있는 NTT데이터社는 해당 중국 제품

미국 정부와 직접 거래하는 미국법인이나 주일미

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기에 대해 다른 회사제

군과 거래하는 일본기업은 약 800사이며, 거래액

품으로 교체하고 있다. 샤프는 작년 미국 국방수

은 약 1,600억 엔에 달한다. NTT나 소프트뱅크,

권법의 대상이 되는 중국회사에 대한 OEM 발주

가시마(鹿島)는 일부 해당 부품을 다른 나라나 회

를 중지하였다.18)

사로 조달선을 변경하였다.17) 화웨이 등 중국 기

중국의 對日 반도체 제조장비수입액(2020.

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 기업들은 중국

1~8 누계)은 약 26억 7,000만 달러(전체의 30%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출(납품) 시에도 재수

차지)로서 네덜란드와 미국을 누르고 최대규모이

출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

다. 예컨대, 도쿄일렉트론의 금년 4~6월 대중국

고 있다. 일본 기업에 영향이 큰 것은 미국의 제품

반도체 제조장치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46% 증

이나 기술이 일정 비율 포함된 경우 엔트리 리스

가한 739억 엔이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트(EL) 게재 기업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재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소니이다. 소니는 화웨

출규제이다. 일본기업들은 우선 미국 정부 조달시

이에 스마트폰용 화상센서를 공급(약 2,000억엔)

17) 일본경제신문, 2020. 7. 7.

18) 일
 본경제신문, “
2020.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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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금년 9월 15일부터 중지하였다. 그

칠 것으로 예상된다.19)

러나 미국 상무성에 재심을 청구하여 부분적으로

일본기업들은 미국의 투자규제 관련 심사기준

화상센서(반도체) 공급을 허가받았다(일본경제

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투자

신문, 2020. 10. 29). SMIC에 대한 수출규제 조

규제 관련 심사기준이 과거 오랫동안 군사 국방

치로 인해 일본의 반도체제조장비업체도 피해를

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되다가 최근에는 개인정보

우려하고 있다. 에칭장치와 성막장치(

)

보유 산업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개발 산업

를 생산하는 도쿄일렉트론, 세정장치를 생산하는

으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SCREEN홀딩스가 SMIC와 거래하고 있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CFIUS의 심사신청도

니콘과 캐논은 중국에서 반도체 회로패턴을 전사

의무화되었고, 일본의 LIXIL그룹이 이탈리아의

하는 노광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SMIC가 미국과

건자재 회사를 중국기업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의 반도체 마찰을 피해 일본으로부터의 장비 수입

CFIUS의 승인이 나지않아 단념한 경우도 있다.20)

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의 조치는 일
본장비업체에도 단기적으로 적지 않는 영향을 미

19) 일본경제신문, 2020. 9. 27.
20) 일본경제신문, 2020. 7. 17.

4. 맺음말
□ 미·중 첨단기술 마찰과 미·일 마찰의
공통점과 차이점

은 반도체 등 부품뿐만 아니라 기업 운용시스템
(체제)이나 데이터 유통,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을

최근의 미·중 첨단기술 마찰과 1980년대 후반

고려한 수출관리 영역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의 미·일 첨단기술 마찰의 공통점은 ① 모두 패권

있다. 셋째, 미·일 간에는 경제마찰이 안전보장 문

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② 민·군 공통

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었으나 미·

(dual use)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지나친 특정국

중 간에는 경제와 안전보장 문제가 동일시되는 경

의존문제가 초점이 되었다는 점, ③ 이질적인 국

향을 보인다.21)

가와의 경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다. 한편 양자의 차이점은 첫째, 미·중 간은 미·일
처럼 군사적 동맹관계도 아니며 국가를 구성하는
이념이나 가치체계도 상이하다는 데 있다. 둘째,

□일
 본의 기민한 對美 경제통상안보 외교에
주목할 필요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의 통상외교 전

미·일 첨단기술 마찰은 반도체 등 부품이 주요 관
심사였던데 반해 미·중 첨단기술(하이테크)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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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HP

「

」, 2020. 4,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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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체

지나치게 강조하면 통상국가의 생명선인 자유무

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대선 불

역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22)

복 소송이 종료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관

인 내년 2월경에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련 규제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여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전

분야에서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는

혀 예상 밖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

정책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얻고, 중국의

고, 아베정권은 민·관 총력체제로 신속하게 트럼

반발을 최소화하고 있다.

프 행정부와의 관계 구축에 나서 전 세계에서 가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민주주의 동맹국 간

장 성공적인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중국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

재팬 스쿨 관련 인사를 비롯하여 차기 행정부의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중 마찰 관련 안건에서

유력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민·관

사안별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나 임기응변식 대

이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

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

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한·미 동맹을 축으로 통상·산업정책의 확고한 원

서 경제안전보장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칙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있다. 자유무역과 안전보장 간의 균형 유지가 과

단된다. 동시에 국제통상이나 산업기술정책 등의

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자유무역을 통한 기

사안에서 국내 제도정비의 가속화와 함께 우리와

술의 자유로운 흐름과 기술이전·관리정책 사이에

공조할 수 있는 우방국을 가능한 더 많이 확보하

서 양자의 균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

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 중점을 두면 현재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후자를

22) 村
 山裕三, 「
的不可欠性」を求めて」, PHP總硏, 2020. 10, p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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