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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 (미중경쟁)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 [What’s News]
  - (대중규제) 미국, 국가 안보 우려로 중국제 통신기기 미국 내 판매 금지 
  - (반도체) 바이든 대통령, SK 실트론 반도체 공장 방문
  - (공급망) 美 철도노조 파업 우려 고조에 바이든, 의회에 개입 촉구
  - (IRA) 미국 의회의 유럽 측 IRA 개정 요구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 
  - (친환경)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5.5억 달러 투자 선언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가. 보고서 개요

□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22년 연례보고서를 발간(11.15)

◦ 심의위원회는 미·중 무역 관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매년 의회와 행정부에 권고 사항을 제시

* 심의위원회는 양당이 승인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이며, 올해 정부·기업·

연구기관전문가 74명이참여한 7번의청문회를기반으로보고서를작성

- 보고서는 39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됐으며, 권고안 중 하나로 미국 의회에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고려를 주문함에 따라 

현지 관심이 집중됨.
*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 제3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국제통상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와 같으며, 미국과 특정국 간의 무역 관계를

미국 의회가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번 결정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갱신

(미중경쟁)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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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서 주요 내용

□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약탈적 무역 관행’은 지속

◦ 국제기구를 통한 중국의 불공정한 시장 관행 저지에는 한계가 명확

- 일례로, 중국은 ’12년 전자 상거래 접근권한과 관련하여 승소한 미

국기업에 중국 내 사업 운영 면허증발급을 거부(판결직후~현재)

◦ 현재 국제 체재에 의존할수록 미국 경쟁력은 약화할 전망

- 대응 방안이 없는 환경에서의 중국 세계 경제 비중 확장은 △ 미국 

제조업 고용 잠식, △ 미국기업 경쟁력 약화, △ 국제 공급망 취약성을

심화할 전망

◦ 난항을 겪고 있는 행정부 주도의 미·중 대화 노력에 의회 지원 요청

- 위원회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Phase 1 Deal) 결과를 두고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에 미흡했다고 비판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은 57% 진행 수준으로 저조

- 의회가 현재 중단된 양국의 △ 상무·통상 공동위원회, △ 전략

경제대화, △ 포괄적 경제대화를 재추진해 양자 관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조언

□ 중국의 PNTR 지위 유지에 대한 재고 필요

◦ 미·중 무역 우려 해소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의회 개입을 주문

- 의회가 무역대표부 및 관련 부처에 미·중 간 무역협정 준수 여부와 

관련한 의회 보고서 제출을 지시할 것을 조언

- 중국이 합의된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의회가 중국의 PNTR
대우를 중단할 법안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법안의 초점은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행정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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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후 대응적인 무역 구제책에 변화 필요

◦ 대응적인 무역 도구 배치가 예측 가능한 시장 왜곡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원·대처 능력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하며 3가지 방안을 제언

① 중국 정부의 ‘5개년 계획 문서’를 참고해 선제 대응책 마련 노력

- 5개년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향후 지원할 산업 분야와 대상을 

공개함으로, 분석을 통해 중국발 시장 왜곡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가능

②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청원을 식별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개시하는 

상무부 프로세스 개발 필요

- 정부가 무역구제 사건을 자체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프로세스가 구축된다면 많은 미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기대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제품에 프로세스 개발 우선순위 배정 필요

③ 상무부가 수입품의 공정 가격 산출 방식 개선 필요

- 나작 니칵타(Nazak Nikakhtar) 전 상무부 차관보는 위원회 4월 

청문회에서 “중국 상품의 광범위한 시장 침투로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기존 무역 사례로 중국의 과소 판매를 측정하기 

부적절하다”라고 주장 

-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the playing field)을 조성하기 위해 (1)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관세 부여나 (2) 현재 시장 

생태계에 맞춰 상무부 덤핑 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 언급

□ 향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시스템 악용이 두드러질 전망

◦ 분류·감지가 어려운 기술 분야에서 미국 통제 회피 노력을 지속

- (1)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을 분류하는 여러 법의 허점을 이용

하거나, (2) 보고 요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작성해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투자 통제를 약화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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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우회 노력 대응을 위해 효율적인 수출통제 수행 방안 고려 필요

- 상무부와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권한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공화당 

하원 법안*과 관련해, 권한을 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

- 위원회는 에너지부의 국립 연구소 시스템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원이 

기술을 분석하고 규정하는데 직접적인 경험을 보유한 점을 언급하며,

- 의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인 기술을 예측하는데 

전문성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빠르고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다자간 통제 그룹도 구상 필요

- 위원회는 원자력·미사일 기술과 정보력(intelligence)에 강점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 위기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을 통제할 

필요성도 언급

- 4자 간 안보 대화(Quad)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활용할 수 있는 다자간 그룹으로 제기됐으며, 뉴질랜드와 한국 등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수출통제 확대 가능성도 언급

- 인권과 민주주의 보호에 기반한 통제를 위해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를 추구해야 하며, 동맹국에 안보 위협을 함께 극복할 비전

제시에 노력

□ 행정부 산하 경제·안보 부처* 신설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노력 필요

* Economic and Security Preparedness and Resilience Office

◦ 유관 부처와 협력해 중국 공급망 비중이 높은 핵심 산업 품목(원료

의약품, 희토류 등)들의 공급망 다각화 방안과 실행에 따른 여파 

분석을 강조

- 부처 신설과 더불어 국방·핵심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행정부·의회가 향후 국방예산 책정에 일관성을 갖길 주문

* 자료 : 미중경제안보심의위원회, 인사이드트레이드, 워싱턴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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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개 중국계 기업이 생산하는 신규 통신·

감시 장비에 대해 미국 내 판매 허가를 중단할 것으로 발표(11.25)

- 동 결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FCC 위원 4인에 의해 초당적으로 

승인됐으며, 통제 영향 기업은 △ZTE, △화웨이, △하이테라 통

신, △항저우 하이크비젼, △다후아 테크놀로지

- 제시카 로즌워셀(Jessica Rosenworcel) FCC 의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 통신 제품의 안보 위험성을 지적했으며, 전방위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

* 핸드폰, 카메라, 무선 인터넷 공유기와 기지국 장비 등

* 자료 : 폴리티코(11.26)

◦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에 있는 SK 실트론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반도체 법과 제조업 부활로 미국 경제 재건을 시사

- 미시간주에 있는 SK 실트론 공장은 지난해 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증설을 선언하며 4배 이상의 생산량과 일자리 증가를 약속

-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SK 실트론 공장 증설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고 평가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진보와 공급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또한 인프라 법과 반도체 법 같은 자국 생산 우대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성장과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강조하며 꾸준한 투자로 

현 정부의 노동자 우대 경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시사

* 자료 : AP 통신, 백악관 보도자료 (11.29)

□ [대중규제] 국가 안보 우려로 중국제 통신기기 미국 내 판매 금지 

□ (반도체) 바이든 대통령, SK 실트론 반도체 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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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놓인 철도노조 협상을 해결하기 위해 

성명을 통해 의회 개입을 요청(11.28)

- 12개 노조 중 4개 노조의 노사 합의안 투표 부결로 12월 8일부로 

철도노조 파업 가시화

* 4개 노조는 합의안 내에 유급 병가를 15일로 확대하는 조항 포함을 요구하며 반대

-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자신이 ‘친 노동계 성향의 대통령’
임에도 불구, 철도파업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9월 합의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

* ‘24년까지 5년간 임금 24% 인상, 20년부터 소급 적용

-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9월 합의안을 바탕으로, 철도노조가 

합의안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해 파업을 방지할 것으로 예고

* 자료 : 워싱턴포스트(11.28)

◦ 미국과 EU 무역장관들은 3차 무역·기술 위원회(TTC) 회의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논의할 전망

* 12월 5일 워싱턴 D.C. 개최 예정

- EU 무역장관들은 “두 부문에 대한 정상적인 양자 무역 조건이 재구

축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태스크포스 구성 이후 IRA 논의에 진

전을 기대   

- 다만, 론 와이든 상원 재무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IRA 법안의 

목적은 유럽 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아닌 미국 내 고소득 일자리 창출”
이라고 언급하며 IRA 개정 반대 의견 개진

- 또한 EU가 IRA 법안의 보조금 규정에 항의하기 이전에 EU가 미국 

대형 기술 기업에 부과한 디지털 과세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자료 : 인사이드트레이드, 폴리티코(11.29)

□ (공급망) 美 철도노조 파업 우려 고조에 바이든, 의회에 개입 촉구

□ [IRA] 미국 의회의 유럽 측 IRA 개정 요구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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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 지역사회 기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지원 발표

- 에너지부는 탄소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지원금”(EECBG)에 5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선언

-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정한 현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추가 투자라고 

평가하며 인프라 개선을 통한 공공요금의 인하도 기대

* 올해 지원은 2009년 미국경기회복및재투자법(ARRA)에 이은두번째지원

- 이번 투자는 2억 5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사회 에너지 기업들의 인프라 개선, 전기차 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을 위한 건설에 쓰일 것으로 전망

* 자료 : 환경부 (11.22)

□ [친환경]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5.5억 달러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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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Congressional Leaders Commit to Quickly Pass Legislation to Avert Rail

Strike

(미국 의회, 철도 파업 저지를 위해 빠른 법안 통과 약속)
https://www.wsj.com/articles/congressional-leaders-commit-to-quickly-pass-legislat
ion-to-avert-rail-strike-11669744002?mod=hp_lead_pos1

The Washington Post

Almost everyone expects a recession. Could the economy avoid one?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까?)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2/11/29/economy-recession-federal-r
eserve/

New York Times

Congressional Leaders Say They Will Act to Prevent Rail Strike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의회 지도자들의 노력)

https://www.nytimes.com/2022/11/29/us/politics/biden-rail-strike.html

CNN

Is this the last Christmas for Sears?

(미국의 아이콘적인 소매 체인의 몰락)

https://www.cnn.com/2022/11/29/business/sears-last-christmas/index.html

USA Today

As Mauna Loa spews lava, Hawaii officials warn residents to be ready

for worst-case scenario

(하와이 마우나 로아 용암 분출, 주민들에게 대비 요청)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22/11/29/hawaii-volcano-mauna-loa
-erupts/10794263002/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11.30(수) 10월 채용공고 수(Job Opening)
12.1(목) 10월 개인소비지출믈가지수 (PCE Price Index)

12.1(목) 10월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CORE PCE Index)
12.2(금) 10월 실업률 (Unemploy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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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자료발간)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시행규정마련동향및주요내용(US22-46)

필수에너지‧희토류안보및온쇼어링법안및주요내용(US22-45)

미국3분기수출입실적분석및현지전망(US22-44)

미국양당중간선거공약주요내용및선거결과전망(US22-43)

미국 3분기GDP 성장률발표에따른경제전망(US22-42)

미국바이오방어전략주요내용및시사점(US22-41)

미국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경과및우리수출영향분석(US22-40)

미국산업안보국(BIS) 대중반도체수출통제주요내용및현지반응(US22-39)

바이아메리카정책후퇴로본 IRA 전기차전망(US22-37)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US22-기획4)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 (인터뷰) 前상무부수출통제담당차관보케빈울프(12월 5일인터뷰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