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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 (회계감사) 美 상장 중국기업 회계감사 관련 미·중 간 합의 도달
◈ [What’s News]
  - (고용시장) 美 7월 구인 건수, 전월 대비 20만 건 상승한 1,120만 기록
  - (미중관계) 미국 기업, 對 중국 신뢰도 역대 최저치 기록
  - (반도체) 백악관, ‘반도체와 과학법’ 집행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공급망) 교통·기계·철도 등 3개 노조, 화물 철도와 잠정 합의 도달
  - (무역통상) 미국, 韓 전기강판, 냉연강판 등 반덤핑관세 최종결과 발표

Focus

□ 미국 內 상장된 중국기업의 회계감사 협력을 위해 미․중 간 잠정 합의

◦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8.26자 성명에서 중국 증권

규제위원회 및 중국 재정부와 관련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발표

- 중국 본토 및 홍콩에 소재한 공공 회계기업(public accounting firms)에 

대한 PCAOB의 감사․조사 접근을 허용하는 최초 조치로서 의미

◦ PCAOB가 밝힌 양국 간 주요 합의 내용은,

- ⑴ PCAOB가 중국 당국과 협의 없이 감사 대상․범위를 결정할 권한 인정

- ⑵ PCAOB 감독관이 모든 회계 감사자료를 열람․보유할 권한 인정

- ⑶ 필요시 PCAOB 감독관이 해당 회계 담당자를 대면 조사할 권한 

◦ 동 합의에 근거, PCAOB는 9월 중순쯤 감독관을 중국에 파견 예정

- 실사를 통해 중국 당국이 PCAOB의 감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에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

1. (회계감사) 美 상장 중국기업 회계감사 관련 미․중 간 합의 도달  



- 2 -

- 개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장은 “중국 당국의 성실한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 “그렇지 못할 경우, 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발언

□ 미국 ’20년 외국기업책임법 수립, 중국기업의 주식시장 퇴출 근거 마련

◦ ’20년 12월 퇴임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기업책임법’(HFCAA :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에 전격 서명

- 미국 당국은 월스트리트에 상장한 외국계 기업이 해외 소재 회계법인을

이용함으로써 당국의 적법한 규제 감독을 회피한다고 판단

- 외국계 상장기업이 3년 연속 투명한 회계자료 제출을 회피하면,

상장폐지 및 증권거래 금지 등 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외국기업책임법 발효 후 3년이 되는 ’24년 3월까지 중국기업이 상세

회계정보를 미국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처분 위기

- PCAOB는 당국의 감독권 밖에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회계법인 지명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정보 공개가 미흡한 외국계 상장기업 

명단* 작성 ⇒ 해당 기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정보 제출 요구

* 5.20 기준 SEC는 회계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총 148개 중국기업을 잠정 퇴출 대상

으로 지정. 텐센트, 바이두, 웨이보, Sohu.com 등 중국 대표기업 포함

□ 중국기업 회계 투명성을 두고 양국 간 갈등 지속 예상

◦ 미국의 3대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약 260여 개에 달하며,

전체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 수년 전부터 미국 금융 당국은 중국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 요구

- 중국 당국은 이러한 미국 측의 요구를 ‘금융규제의 정치화’로 치부

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옴.

- 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대부분 정보 기반 인터넷 기업이고, 이들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holding-foreign-companies-accountable-act-signe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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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밀한 회계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길 경우, 영업기밀 유출뿐

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 논리

- ’15년 말에 열린 협상에서 양측은 합의에 실패 ⇒ ’17년 재개된 협상

에서도 합의 불발 ⇒ 이번 8.26 마침내 잠정 합의에 성공 

◦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에 의구심 존재

- 골드만삭스는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 95%에서 50%까지 낮아졌다고 평가

-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회계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 제기

□ 월스트리트 등 양국 금융 협력의 지속가능성에 회의론 대두

◦ 미․중 정치․무역․기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도 지난 10여 년 동안

양국 간 금융 협력은 지속 확대

- 로디엄그룹(Rhodium Group)은 작년 보고서에서 ’20년 말 기준 미국 

투자가는 중국 주식에 1조 1,000억 달러 투자, 반대로 중국 투자가는 

미국 채권과 주식에 각각 1조 4,000억 달러, 7,000억 달러 투자 추산

< 미․중 간 금융 협력관계 (2020년) >

[자료 : Rhodium Group]

◦ 기술 안보, 기업 투명성, 데이터 보안 등이 미․중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양국 간 투자 관계 후퇴 조짐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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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당국이 회계감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 해도, ’17~’19년에 

있었던 중국기업의 월스트리트 러시 재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중국 5개 국영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8월 말까지)를 

통보하는 등 회계감사를 둘러싼 고조되는 양국 간 갈등에 대비 중

* China Life Insurance, PetroChina, Sinopec, Aluminum Corporation of China, Sinopec Shanghai Petrochemical

* 자료 : PCAOB(8.26), 뉴욕타임즈(8.26), CNBC(8.28), CNN(8.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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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미 노동부 구인ㆍ이직보고서(JOLTS) 발표, 7월 구인 1,120만건 기록

- 미국 구인 건수는 전달 대비 20만 건 증가하여, ‘22, 6월까지 3개월

연속 이어지던 구인 감소세가 꺾였고, 미국 노동통계국은 이를 바탕으로

8월 비농업 신규 고용 건수 또한 확대 예측

-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물류 및 기간 산업 8만 1,000건, 예술 및 엔터

테인먼트 5만 3,000건, 연방정부 4만 7,000건, 전체 지방 정부 교육 

부문 4만 2,000건 등 상승 기록

- 7월 노동자 한 명당 구인 건수는 2건으로, 6월의 1.9건보다 증가하였고

블룸버그는 이러한 노동자 우위 현상이 곧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에 악재로 작용하리라 평가

* 자료 : 월스트리트(8.30)

◦ 미·중 기업협의회(USCBC)는 중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기업 117곳 대상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51%만이 향후 5년간 긍정적인 사업 전망 응답

- 응답 기업의 96%가 중국 당국의 코로나 사태 대처로 사업 중지,

연기 등의 피해를 보았고 중국에 투자한 기업 중 17%가 5천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 미국 기업의 대중 신뢰도 하락에는 미ㆍ중 관계 악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투자 손실과 이동 제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보안 위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USCBC 크레이그 앨런(Craig Allen) 회장은 성명을 통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경제 분야가 외면 받고 있어 양국의 조속한 관

계 진전으로 문제 해결을 조속히 희망한다고 밝힘.

*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8.26), 블룸버그통신(8.26) 등

□ (고용시장) 美 7월 구인 건수, 전월 대비 20만 건 상승한 1,120만 기록

□ (미중관계) 미국 기업, 對 중국 신뢰도 역대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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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백악관, ‘반도체와 과학법’ 집행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과학 법’의 집행을 위한 신규 행정 명령 서명(8.25)

- 행정명령으로 ‘반도체법 구현 운영 위원회’(CHIPS Implementation

Steering Council)를 발족하고 기존 부처들과의 협업내용 구체화

- 반도체법 구현 운영 위원회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국가안전보장

회의 보좌관, 과학기술정책국 회장이 공동으로 이끌 것으로 발표되

었으며 장관급 인사 외에도 백악관 위원과 국장급 인물들도 다수 

포함

<반도체법 구현 운영 위원회 구성>

부처 직급 이름

국무부(Department of States) 장관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

국방부(Department of Defnse)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장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장관 마티 월시(Marty Walsh)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장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자료 : 백악관 팩트시트]

◦ 아울러, 백악관은 위원회 발족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성 확장과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안보 실현에 가까워졌다고 발표하며 Chips for

America 홈페이지를 별도 신설 발표

* https://www.nist.gov/chips

* 자료 : 백악관(8.25)

◦ 대통령비상위원회(PEB)의 더 나은 혜택 제공 권고를 따라 교통·기계·철도 등

3개 노동조합이 화물철도 회사와 잠정 합의 도달

* 교통 통신 조합(TCU), 국제기계 및 항공우주노조합(IAM), 철도카르멘형제단

(Brotherhood of Railway Carmen)등 3개 조합은 15,000명의 철도 직원을 대표

□ (공급망) 교통·기계·철도 등 3개 노조, 화물 철도와 잠정 합의 도달

https://www.nist.gov/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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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B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임금인상과 계약보너스, 서비스 인정 

보너스 등을 포함한 급여 인상구조 개선 권고함.

- 이번 잠정적 합의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4%의 복합 임금 

인상과 14%의 즉시 임금 인상을 포함, 5건의 $1,000 상여금을 포함

- 단, 이밖에 10개 노조는 아직 노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9월 16일까지 잠정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조의 파업은 여전히 가능

* 자료 : 폴리티코(8.29)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전기강판, 냉연강판 등 반덤핑관세

(AD)의 변경 상황 검토(CCR)에 대한 최종 결과 판정(8.30)

- 2021년 12월 10일 포스코 이사회가 포스코를 포스코 홀딩스(포스코

(I))로 변경한 기업 개편에 따라,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의 모회사인

상장주식회사로, 철강 사업을 위한 생산 및 판매 운영은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II)에서 담당한다고 변경 통보

- ITC는 변경된 상황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고 예비 판정을 거쳐(7.13),

최종 판정에서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회사가 이전

회사와 동일한 사업체로 운영된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정

- 따라서 포스코(II)가 포스코(I)의 이해관계인 승계자이며 대상 품목에 대해 

포스코(I)와 동일한 반덤핑관세 현금예치율을 최종 판정

- 세부 대상 품목 및 내용은 아래 연방관보 원문 참조

* 자료 : 연방관보(8.30)

□ (무역통상) 미국, 韓 전기강판, 냉연강판 등 반덤핑관세 최종판정 발표

Ÿ (예비판정, 7.13)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2-07-13/pdf/2022-14962.pdf

Ÿ (최종판결, 8.3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08/30/2022-18581/non-oriented-electrical-st
eel-from-the-republic-of-korea-certain-corrosion-resistant-steel-products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2-07-13/pdf/2022-14962.pdf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08/30/2022-18581/non-oriented-electrical-steel-from-the-republic-of-korea-certain-corrosion-resistant-steel-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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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통상 일정

8.30(화) 美 일자리 창출(Job opening)

9.1(목) 美 초기실업수당 청구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9.2(금) 美 실업률(Unemployment rate)
9.2(금) 美 25세~54세 노동 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자료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US22-31),

미국 반도체 과학법 세부내용 및 시사점(US22-30),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미국 광물 공급망 현황 및 정책 시사점(US22-기획2)

※발간자료는KOTRA해외시장뉴스홈페이지(https://dream.kotra.or.kr/kotranews)에서확인가능

- (인터뷰) 미국반도체협회(SIA) John Neuffer 회장 인터뷰(8월 31일) 및 공개(9월 5일)

- (뉴스구독) 카카오톡에서 ‘KOTRA워싱턴’ 검색 후 ‘채널 구독’ 클릭

콘텐츠 제목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에게 듣는다,
CHIPS Act와 반도체 프렌쇼어링’

주요내용

8월 9일 통과한 CHIPS Act의 상세내용과 의의,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진출기회 모색반도체산업협회 회장

John Neuff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