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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가관세 부과를 활용한 통상전쟁으로 시작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은 첨
단산업 기술 보호를 이유로 대중국기업 제재 등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과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확정으로 2021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 통상·산업 패권 경쟁은 제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바
이든 당선자는 이기적인 실리보다는 인식공유 기반의 명분을 중시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는 그동안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통상 분야와 첨단산업 기술 분야 나아가 국제외교 및 군
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자 동맹 형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을 피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처럼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되지만,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의 정치철학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느리지만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한 강한 대중 압박이 예상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압박과 중국기업제재를 통한 기술 분야의 압박에도 불구하
고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를 통하여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은 물론 2035년까지의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술 자립도 제고 및 국내 내수 강화
와 이를 기반으로 국제교역까지 원활히 하는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국 대통
령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중국의 발전 로드맵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새로운 전
기를 맞고 있는 국제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 또는 우호국으로
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고려해야 하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더
욱 비슷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과의 연대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편, 메모리 반
도체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뚜렷한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디지
털 무역 관련 글로벌 규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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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

식과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회 제5차 전체 회의(이하 ‘19기 5중전회’)를 통하

바이든의 당선으로 달라질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여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

을 알아보고, 중국이 제시하는 2035년까지의 장

년 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11월 초

기 발전계획 및 제14차 5개년 계획의 기조와 내용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

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두고 있다. 큰 틀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

자 한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 취

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전

임 전이므로 대통령선거 후보로서의 공약에서 나

략으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우리도 정확한 현실 인

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미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하

국가로의 회복을 위하여 우호국들과의 관계 개선

면서 미국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

에 노력하고 현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상된다. 공화당 기반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정책에 있어서는 패권

주당 기반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

경쟁 대상국으로서 인지하여 지속적이고 강한 압

부와 많은 정책적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

박을 통한 우위유지라는 근본적인 기조를 이어갈

무 담당자들 또한 다수가 오바마 행정부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트럼

인사들로 채워질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프 정부와 차별성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는

대중국 정책에도 명분을 중시하며, 관련국들과의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미국 중심의 실리 중시보

인식공유 및 공동대응 체제 구축을 통하여 압박할

다는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더욱 어려

하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리라는 평가가 많다. 그렇

글로벌 리더십 상실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매우 컸

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나 대중국 기업

다. 내부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대외적으로 무역

제재, 중국 고위공무원의 미국입국 제재 등을 당분

수지가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

간 유지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고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고용

바이든 정부는 통상정책도 철저한 미국의 실리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

우선이라기보다 상호 호혜를 기반으로 다자간 협

에 가능했지만, 이는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이라

력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아갈 것으

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에 바이든은 존경받는 리더

로 예상된다. 바이든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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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더 큰 실

가입은 의회의 비준 및 회원국들과의 재협상 등의

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를 위하여 바이든 정부는 소극적인 관여(engage-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ment) 수준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억지

아젠다이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

(deterrence) 등의 수단을 쓸 것으로 보인다. 따

성을 위해 임기 중 청정에너지와 그린 인프라에 2

라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조 달러 투자(민간포함)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

WTO)의 다자간 통상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통한

으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것과 탄소 집약

분쟁조정 등을 지지한다. 트럼프 정부가 양자 간

적 제품에 대한 국경 조정세(carbon adjustment

무역협정을 선호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 정부

fees or quotas)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미-유

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바마 정

럽 간 ‘환경 보호주의’ 공조 강화가 예상되어 새로

부가 추진하였던 환태평양경제무역협정(Trans-

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산업·기술 정책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도 트

TPP) 재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을 것으

럼프 정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 기대되지만,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11개

중요 산업 가치사슬상 미국 우선주의 또는 미국

국이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에서의 제조(Made in All of America)1)를 주장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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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

외교
정책

통상
정책

산업
기술
정책

기조
대중국
정책

· 미국의 리더십 재확립(America is back)
· 동맹국 및 우호국에 미국과 중국 간의 선택 압박
· 동맹국과 협력(collective leverage)하여 불공정행위에 대응 및 인권·환경 등 포괄적 압박
· 추가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 입장이며 재평가(re-evaluate) 견해

기조

· 호혜성 원칙(Mutual Benefit) 강조
· 수출보조금, 지식재산권 도용 등 불공정거래행위(unfair trade) 근절
· 환율 조작이나 공급과잉에 대해 소극적 관여(engagement)보다는 적극적 억지(deterrence)

WTO

· 다자통상체제 기반의 국제 통상질서 지지

FTA

· 다자(Multi-lateral)간 무역협정 선호
· CPTPP 가입 고려 가능

TPP

· 필요한 부분은 재협상 가능

기조

· Made in All of America (America First Buy American) 미국 우선
· 첨단 산업기술의 보호 및 동맹국들과의 기술동맹 강화

Big Tech · GAFA 등 빅 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비판
· 국가의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접근
기술동맹 · 대중국 반도체 판매에 다소 유연할 수 있으나, 양자통신·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기술분야
는 철저한 탈동조화(de-coupling)
전략물자

· 상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250억 달러 보조금 지급안 통과
·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 유도

자료 :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Foreign Policy, Japan Times, Global Times, joebiden.com 취합.

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미국 내 투자(Invest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in All of America), 미국 내 혁신(Innovate in

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이미 강

America), 미국제품 구매(Make “Buy Ameri-

한 반대의견을 보인 바 있으며, 이들 글로벌 기업

can” Real), 공급망 복귀(Supply America) 등

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4,000억 달러

보인다.

규모의 연방정부 추가조달을 통하여 전략적으

한편, 바이든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에 특별한

로 선정된 분야에서 미국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첫 임기 동안

매할 예정이고 중요한 공급망의 미국 내 복귀를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연구개발 투자

위해 해외생산세(Offshoring Tax) 부과도 고려

기금 조성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사업화

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비록 동맹

를 이루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리

국들과의 협력은 유지하겠지만 국가안보 차원에

더십 회복을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서 신뢰할 수 없는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산업의 재도약과 이차전지 산업의 미국 국내 생산

철저한 차단막을 구축할 예정이다. 빅 테크 기업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공약으

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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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기 5중전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통상·산업정책 기조
중국은 10월 말에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5중

핵심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의 자립과

전회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

인재 육성, 국가 혁신 체계의 완비를 통해 과학기

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중국 공산

술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당 중앙위원회의 건의>(이하 ‘건의문’)를 통과시

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집적회로, 바

켰다. 건의문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이오 헬스, 뇌 과학, 생물 품종 개량, 항공우주 과

제14차 5개년 계획의 큰 틀을 소개하였고 2035

학, 심지(深地) 및 심해(深海)를 8대 첨단 분야로

년까지의 장기 국가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대

지정하여 국가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실시하

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미국과의

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향후 미·중 기술패권 경

통상 및 산업기술 등을 둘러싼 패권 경쟁 등 그리

쟁에 대해 중국 기술의 자립화와 핵심 기술의 연

고 대내적으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

구개발 등을 통해 미국에 의한 외부 리스크를 줄

가 건설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질적 발전

이고 향후 지속될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겠다는 의

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

산업구조 고도화 측면에서는 산업체계 발전 및

다. 건의문은 15개 분야에서 60개의 목표를 제시

경제체제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

하였으며,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제14차 5

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전통산업의 스마트

개년 계획, 혁신시스템의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화 및 녹색화를 추진하고 전략성 신흥산업과 서

쌍순환 전략이다.

비스업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전략성 신흥산

건의문에서는 제14차 5개년 시기 경제사회발전

업의 경우 차세대 정보 기술, 바이오 기술, 신에너

의 5대 기본원칙으로 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

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녹색·환

지할 것,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 다각화·개방

경 보호, 항공우주, 해양 장비를 9대 중점 분야로

화·질적 제고 등의 새로운 발전이념에 부합할 것,

제시하여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혁신

개혁개방 심화,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적 배치 등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효과적인 육성을 시도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하고자 한다. 서비스업은 연구개발, 법률서비스,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을 위하여 산업구

물류서비스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서비스업

조 고도화 및 중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통한 경

과 선진제조업 및 현대농업과의 융합을 추진하며

제체질 강화, 개방형 경제체제 형성, 사회문명 수

건강, 양로, 육아, 문화 등의 생활형 서비스업의

준 제고, 녹색·생태발전, 민생복지 향상 그리고 사

발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디지털 경

회주의 민주 및 법치 체제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본적 실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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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전면적 소강사회 및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1.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2. 대내외 여건은 복잡한 변화 직면
3.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적 실현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주요 목표
4.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발전
5. 기본원칙: 공산당 지도·국민 중심
6. 주요 목표: 경제발전, 개혁개방, 사회문명 수준
제고, 생태문명 구축, 민생복지 수준 제고, 국가
거버넌스 효율 제고

문화 소프트파워 제고
32. 사회문명 수준 제고
33.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제고
34. 현대문화산업 체계 완비
녹색 발전 및 사람과 자연의 조화 추진
35. 저탄소 녹색 발전 추진 가속화
36. 환경의 질적 개선
37. 생태계의 질과 안정성 제고
38. 자원 활용 효율 전면 제고

혁신시스템 강화로 경쟁력 확보
7. 국가전략의 과학기술역량 강화
8.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
9. 창의적인 인재 양성
10. 과학기술혁신체제 완비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제체계 고도화
11. 산업 공급사슬 수준 제고
12.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13. 현대서비스업 육성 및 발전
14. 사회간접자본 확충
15. 디지털화 촉진
국내시장육성을 통한 발전 동력 마련
16. 원활한 국내 대순환
17. 국내-국제 쌍순환 촉진
18. 소비 촉진
19. 투자 공간 확대
개혁 심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20. 시장 주체별 활력 제고
21. 거시경제 관리 강화
22. 선진 재무 금융 체제 수립
23. 시장 시스템 고도화
24. 정부 기능의 개선 가속화
전면적인 농촌 진흥 추진
25. 농업의 질적 효율과 경쟁력 제고
26. 농촌 건설 사업 실시
27. 농촌개혁 심화
28. 탈빈곤을 통한 농촌 진흥
국토의 효율성 제고 및 신형 도시화 추진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한 상호발전 추진
39.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40.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 추진
41.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참여
삶의 질 및 사회 수준 제고
42. 국민 소득수준 향상
43. 고용 우선 정책 강화
44. 교육시스템 고도화
45.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완비
46. 건강한 중국 건설
47.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처
48. 사회관리 강화
안전하고 안정된 중국 건설
49. 국가안보 체계 강화
50. 국가 경제 안전 확보
51.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52. 사회의 안정과 안전 유지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로 부국과 강군 실현
53.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로 질적 효율 제고
54. 국방력과 경제력의 동반 향상 추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실현을 위한 단합
55. 당 중앙 집중 통일 지도 강화
56. 사회주의 정치 건설 추진
57.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 및 안정 유지
58.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 통일 추진
59. 양호한 대외 환경 조성
60. 계획의 수립·실천 메커니즘 강화

29. 국토 공간 개발과 보호의 새로운 구도 구축
30. 지역균형발전 촉진
31. 사람 중심의 신형 도시화 추진
자료 : <
주 : 2020년 10월 29일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통과.

>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0 2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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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데이터자원 재산

며, 쌍순환 전략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정책 기조

권, 교역 유통, 국경 간 전송 및 안전 보호 등의 기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

초 제도와 표준 규범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및 기술

할 전망이다.

과 공급망의 자립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생

제19기 5중전회에서 강조된 ‘쌍순환(

)’

력을 갖춘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중화 경제권을 넓

은 2020년 5월 14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

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로서

이를 위하여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국내와 국제 순환(Dual Circulation)을 의미한다.

하고 신형 인프라 건설과 신형 도시화를 적극 추진

새로운 발전 구도는 폐쇄적인 국내 순환이 아니라

하면서 교통 및 5G 통신네트워크, 산업 인터넷, 빅

개방된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이라고 강조2)되었으

데이터 센터 등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2) 

(2020.11.3),
, http://theory.people.com.cn/

n1/2020/1103/c40531-31916204.html(검색일: 2020.11.3).

3.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의 대응
Global Times에 따르면, 중국은 바이든의 당

에서 기술동맹 관련 긴급의제와 정책을 제시한 바

선으로 미국과 중국 간 당분간 소강상태(buffer

와 같이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고3)이를 바탕으로

period)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트럼프 정부와

중국을 공동 압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는 달리 대만이나 홍콩 및 남중국해 등에서의 위

다. 보고서는 이를 위하여 안보와 다양성에 기반

험선(red line)을 쉽게 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

을 둔 공급망 재편, 맞춤형 다자 수출관리를 통한

는 분위기이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기술우위 보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자금 마련,

국 압박은 중점분야에서 전혀 완화되지는 않겠지

미래를 위한 기술규범 마련의 4가지 의제를 캐나

만 범위는 다소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럽연합, 일본, 한국을 주 회원국(core member-

임기 70여 일 동안 예측 불가한 대중국 조치의

ship)으로 하는 기술동맹을 구성하여 논의하여야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여야 함을 강조하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 있다.
미국은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2020년 10월 중장기 기술정책 자문보고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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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ommon Code: An Alliance Framework for Democratic Technology Policy”, Technology
& National Security Oct 2020.

산 업 경 제 분 석

일본의 일부 정부 관계자는 “시도는 미숙하더라

LG U+의 중국 통신장비 사용중단 등에 대한 미

도 근본적으로 옳은 방향(poorly implemented

국의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미국조차도 현시점에

but fundamentally correct)이 적절한 시행이더

서 중국과의 공식적인 교역 단절에 부담을 느끼는

라도 모호한 전략(well implemented but am-

국가의 고민을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성급한 선택

4)

biguous strategy)보다는 낫다”라고 언급 하면서

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는 미

온건하게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대응을 준비하고

국의 대중국 고립화 전략이 강하게 추진될 것이

있다. 일본은 한편 미국의 대중국 고립정책에 다

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생태계 그리고 중국 중

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심의 공급망과 생태계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대중국 고립정책의 하나인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 동참 요구에 “현

둘째, 코로나로 인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가 빠

시점에서 일본은 동참하지 않는다(Japan will not

르게 도래하고 있고, 이에 따른 디지털 무역과 관

5)

join US plan to bar China) ”라는 견해를 밝히

련된 국제규범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둘씩

고 있다. 미국의 Foreign Policy에 따르면, 미국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도 지난 6월 싱가포르와 디

의 대중국 고립정책 동참 요구에 유럽의 일부 국가

지털 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

및 호주 등이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고려하여 즉답

ment) 협상을 개시하였다. 데이터 주권 문제, 디

회피하고 있으며, 중국의 처벌외교(Punishment

지털 세금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있어서

Diplomacy)를 경험한 나라들은 미국의 요구에

국가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

즉답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어 하나로 규범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진

미국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과 중국의 중장기 계

국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

획을 토대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기술패권 경쟁,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규모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디

디지털전환, 산업경쟁력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

지털 통상규범 정립에도 양자 협정과 다자 협정

서 살펴본다.

모두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기술동맹 참여 요구 압박

향후 통상의 주요 이슈는 ‘디지털’과 ‘서비스’가

심화의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유

될 전망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경제의 서비스화와

보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의

디지털 전환은 서로가 맞물려 상승작용하고 있다.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일본, 독일, 호주

경제의 서비스화는 서비스의 교역재화를 촉진하

등과의 긴밀한 협력 채널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

고 있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은 핵심적 역할

다. 미국의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 참여

을 하기 때문이다.6)

요구에 대해 일본이 답을 유보한 상태이고 한국도
4) Japan Times의 보도 내용 정리.
5) 요미우리와 로이터가 10월 16일 보도.

6) R
 . Baldwin(2019, Globotics Upheaval)은 지금까지 GVC 확장의 프
런티어가 제조업이었다면 앞으로 GVC 확장의 프런티어는 서비스 GVC
라고 주장하고 있다.

2 0 2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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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은 앞서 이야
기한 기술패권 경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털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이다.

기술패권 경쟁은 글로벌 생산 및 교역에서 자국에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기도 하기 때

전망하지만, 분야는 첨단산업에 국한될 가능성

문이다.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기업

이 크다. 다시 말하자면 범용제품이나 장비에 대

에 대한 세금 등은 모두 기술에 대한 특정 규범이

한 갈등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첨단기

나 규제가 국경을 넘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느

술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분리보다는 일정 격차를

냐의 문제이고, 이것이 디지털 경제 시대 무역 질

유지한 채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상무부의 10월 말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화웨이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

OLED 판매승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G 통신

보다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과 기술

장비용이 아닌 경우(미국을 위협할 기술이나 제

보호 등의 문제가 불거져도 반도체와 통신장비 그

품이 아닌 경우) 미국도 강한 제재가 어렵고 실

리고 디스플레이와 같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분

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음을 방증한

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큰 시사점을

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처럼 상대적 범용제품 그

주고 있다. 이차전지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투자

리고 범용 반도체 장비 등의 경우 중국과의 협력

계획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고, 미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

국과 유럽 및 일본 그리고 중국이 준비하는 디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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