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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국과 반중국 5G 다자기금 설립... 한국은?
미국은 5G 통신기술 개발과 중국산 5G 장비

기 위하여 미국의 자금을 활용한다. 미 의회의 제

공급망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 동맹

안에 따르면 본 기금은 5억 달러의 규모로 10년간

국과 함께 다자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미국 정

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는 이전부터 화웨이 성장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

미국이 영어권 동맹국인 파이브아이즈 외에 일

의 불공정한 지원이 있다고 지적하며 화웨이의 장

본을 협력국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비에 심긴 백도어를 통한 정보 누출을 강하게 주

다. 일본은 이미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배제하

장해왔다. 특히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화

는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에 적

웨이와 화웨이 계열사를 수출제한기업 리스트에

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일본은 본 기금을 바탕으

추가하면서 미국의 대화웨이 제재는 미중간 기술

로 파이브아이즈와 안보 관계를 구축 및 강화함

전쟁의 대표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덧붙여 이

으로써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부진한 일본 기

번 기금의 설립은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화웨이를

업의 점유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5G 장비시장

대체하는 5G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동맹국 시장

은 기존 화웨이-에릭슨-노키아 중심의 통신장비

에서의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더욱

시장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 안보문제, 초기 기술력

다자간통신안보기금(Multilateral Telecom-

부진 등은 5G 시장 경쟁 구도의 지각변동을 야기

munications Security Fund)을 정식 명칭으로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본 기

하는 동 기금은 지난 1월 2021년 회계연도 국방

금 참여는 후지쯔, NEC 등 일본 기업에 이점으로

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작용할 수 있다.

NDAA)이 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8

마련되었다. NDAA는 미국은 해외 협력국과 함

조원 규모를 수주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분명 삼

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기술의 개발 및

성전자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나 미국의 화

도입을 위한 공동의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수립한

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효과, 즉 통상환경의 변화

다고 명시하였다. NDAA에 따르면 ① 안전하고

가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② 공

러한 점에서 일본이 한국이 제외된 미 동맹국과의

급망 강화, ③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활용 촉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영국, 캐나다, 호주,

자료 : NDAA, Mark R. Warner 상원의원 웹사이트, 요미우리 신문, CNBC.

뉴질랜드, 일본 등 해외 협력국의 참여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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