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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의 WTO체제 고사 전략의 위험성

▶ 164개국이 참여한 다자무역기구를 독단적으로 무력화 시도

▶ 상소기구 고사로 국한 vs 다자무역체제 붕괴

▶ 미국에 의한 WTO규범 체계의 대대적 개편 시도 성공 여부

§ 미, EU, 일본에 의한 WTO 개편안 준비

§ 디지털무역협정

§ 국영기업 규범 강화

 

o 미·중 통상전쟁 장기화 우려

▶ 미국의 대중국 decoupling 전략 지속 가능성

▶ 기술 탈취 및 지재권보호 문제에 기초한 301조 조치에 이어 노

동기준 및 인권, 환율조작 등 추가 조치 명분 상존

▶ 미-일 무역협상 타결 이후 대중국 공세 가중 우려

§ RCEP 타결 난망

§ 미-EU-일본 간 전략적 연대 강화

§ 한국의 전략적 입지 위기

▶ 중국 경제 hard landing까지 지속될 우려 

§ 금융위기 혹은 주식시장 폭락 수준의 위기상황



o 미·중 통상합의의 위험성 

▶ 합의되는 경우에도 파기 가능성 큼 

§ 80년대 일본의 경우 합의 타결 1년 후 이행 불충분을 빌미

로 무역보복 당함

▶ 또한, 합의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악영향 가능성 큼 

§ 미·중간 관리무역에 의한 피해 우려

§ 다음으로 한국, 베트남 견제 가능성 



미중 기술패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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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pioneered a societal approach to stealing innovation… 

They’re doing it through Chinese intelligence services, through state-owned enterprises, 

through ostensibly private companies, through 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ers, through a 

variety of actors, all working on behalf of China… 

China seems determined to steal its way up the economic ladder at our expense.” 

 

Christopher Wray, FBI Director, April 2019 

 

 

US vs China 

Game = {playing field, referee, rule of game} 

US: structural change  

China: accommodate, delay and resist, confining to bilateral war 

  “숫자는 타협 가능하지만, 시스템은 협상 불가” 

 

China’s Technological Leapfrogg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Rise of China 

- 5G  

- AI  

- Surveillance Technology 

“Made in China 2025” 

- Legitimate Industrial Policy? 

- Kicking Away the Ladder?   

* Policy Tool: subsidy, M&A, market power,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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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병일/미중 기술패권    

Case of Huawei 

Investigative Report on the U.S. National Security Issues Posed by Chines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Huawei and ZT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ctober 8, 2012 

 

Fact 

a. 백도어(backdoor) 설치여부 검증은 제조사만 가능, 검증과정에서는 불가능  

b. 화웨의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사실상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기업 

- 주식의 98.6% 직원,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 지분 1.4%  

- 중국공산당의 감독을 받는 조직이 하웨이에 설치 

- 인민해방군 출신인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중국공산당  

c.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화웨이가 벌인 기술탈취 사례  

d. 중국정부가 2017년 입법한 사이버보안법 Cybersecurity law of 2017 

- 중국에서 정보통신, 운송, 에너지, 금융 등 정보인프라를 운영 기업은 중국내 데이터 

저장, 중국정부 요청시 데이터 제공 의무 

- 중국정부가 금지하는 내용은 기업 자체검열을 통해 차단 의무  

- 중국 정부는 언제든지 데이터 검열, 인터넷 접속 차단 가능 

 

US Response: The Second Sputnik Shock 

FIRMMA/Reform CFIUS  

Export control 

Restriction of the Chinese scholars/students 

 

Outlook 

Regardless of Trade War, Technological Hegemonic Competition will continue 

Global Technology Ecosystem: Fragmentation or Decoupling? 



PUCR(2019.9.17)

미-중 관계의 군사/안보 측면

정재호(서울대)

1. 미-중 관계의 ‘진화’
  -
  - ‘conflictual co-existence’ 또는 ‘confrontational cohabitation’의 국면 지속
  -
  - 다양한 이슈의 ‘안보화’(securitization)가 향후에도 불가피할 전망 
  -
  - 궁극적으로는 대립의 배경에 있는 ‘raw power’에 대한 양국의 원천적인 경쟁이  
    자리 잡고 있음

2. 중국의 군사굴기
  - 중국의 능력, 의지, 전략이 모두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
  -
  - 거시전략: 韜光養晦보다 有所作爲/奮發有爲가 더 강조되고 있으며, 대외관계의   
    3대 원칙 중 不當頭는 2014년 이후 이미 폐지됨
  -
  -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핵심이익(주권, 안전, 발전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자 함. 더 이상 증대된 힘을 감추려하지 않음.
  -
  - ‘방어적 방어’를 조금씩 넘어서는 ‘예방적 방어’를 시행하려는 듯.
  -

  ●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군사력 굴기의 추세임.
  a. 군사굴기는 1949년 건국 이후 불변의 장기적 프로젝트였으나 시진핑의 집권 

이후 그 추세는 보다 명시적이고 대외 과시적으로 바뀌고 있음.

    b. 반부패 운동을 계기로 후진타오 시기에 깊이 자리 잡은 군 내부 세력들 척결
 
    c. 그 힘을 바탕으로 마오 시기에도 전례가 없는 군 개혁을 추진 중임:

    d. 1990년대 이후 줄곧 진행되어온 중국 해군의 현대화 작업이 두드러짐. 



       중국 보유 해군함의 증가 비약적, 특히 중국 해군의 잠수함의 증가 주목해야 
함. Grey-zone operation capabilities(Coast Guard, maritime militia 등, 
미국과 일본의 대응)

    e. 미사일 능력의 제고에 매진: “전략적 억지의 핵심이자 국가안보의 초석”
      중국의 비교 우위: 중단거리(500~5,500km) land-based 탄도 및 순항미사일
      특히 DF-21D와 같은 지대함 탄도 미사일(carrier killer) --> 미 함정의 대
      만해협 항행 빈도가 줄고 있음
      그리고 hypersonic anti-ship missiles

    f. 미국의 항모 전단 위주의 전략(11척)에 대한 A2AD 전략(실전 사용이 아직 
없기에 reliability와 accuracy는 미지수

    g. Nuclear: 변화 vs. 계속성?

    h. 우주 굴기
      2003(유인우주선 성공, 3rd, 神舟-5), 2007(달 궤도 우주선, 5th, 孀娥), 
        2019. 1(달 이면 착륙, 1st, 상아-4), 2020(우주정거장, 天宮) 
      항우주무기(우주왕복선 騰飛-1 2018. 2 시험비행 성공)

    i. 사이버 및 AI
      - 회전익 무인비행체 1,374대 대형비행 성공(2018.5)
      - 56대 소형무인함정 남중국해 대형운항 성공(2018.5)

    j. 북극 진출
    2012년부터 중국은 자신을 ‘준북극 국가’(near-Arctic state)로 호칭하고      

  북극위원회(Arctic Council) 가입 준비 --> 미국은 인정 안함(기존의 8국만    
  인정)

3.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과 군사대립

  1945년 이후 태평양에서의 대대적인 전쟁 경력 무

동아시아 근해 전투의 경우 China doesn't need to match the US
ship-for-ship.



Basing 이슈

 ● 장비/설비가 전쟁을 다 설명하지 못함. 정신/기/깡 등의 요인이 어떻게 작용     
 할지가 큰 변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