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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탱크]
 ◦ (정책평가) WITA, 미국·중국·EU 산업정책 평가
 ◦ (미중경쟁) 2023 미-중 경쟁 로드맵
 ◦ (미중경쟁) 미-중 경쟁의 현재와 미래

◈ [의회동향] 주요 법안 발의 동향 * 2월 20일~24일 상/하원 휴회
◈ [Top Headlines] 오늘의 헤드라인
 ◦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수도 깜짝 방문과 시사점
 ◦ 미국 및 동맹국 중국 대응 강화 노력

싱크탱크 

□ 미국·중국·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재생 가능 저탄소 에너지 산업정책은 

지정학, 에너지 전환, 무역 등 전 영역에 걸친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

◦ 전통적 개념의 산업정책이란, 정부 보조금, 무역 진흥, 보호주의 및 

규제 등 정부 개입을 통한 민간 전략 산업 강화를 목표

- 냉전 시대 美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 목적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 추진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제조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제시

◦ (중국) 반면 현대 산업정책은 ‘중국 제조 2025(MIC 2025)’(‘15년)에서 태동했

다며, 차세대 차량 및 재생에너지 등 전략 제조 부문을 강화하고자 정부의 

막대한 직접 투자와 외국 경쟁 제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언급

- ‘MIC 2025’은 첨단 제조, 청정에너지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지정학

적 및 글로벌 경쟁자와 기술 격차 축소 노력을 반영

(정책평가) 미국·중국,·유럽연합(EU) 산업정책 평가(W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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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이어 ‘19년 발표된 1조 유로 규모 ’EU 그린딜 투자 계획‘은 주요 산업 

대상 EU 공공 부문 대규모 투자를 선도하는 新 산업정책으로써 주목

- ’21년 발표한 ’Fit for 55‘에서는 EU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통해 신흥 탈탄소화 기술 부문 강자로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과 함께 미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

복과 중국 견제 요구가 반영되면서 ’22년 반도체와 과학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법’ 발효을 이끌었다고 평가

- 美 산업정책의 중심 기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변되며, 청정에

너지 부문에 3,940억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적 지지를 받았으나,

- Buy America에 관련된 일부 내용은 EU 등 동맹국으로 부터 저항을 

받으며 관련 조항 개정 요구 등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

□ 미국·중국·유럽연합(EU) 주도 산업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유럽 지도자들은 세계 무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으로 미국과의 대

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IRA 내용을 확인하고 세금 공제 유형을 역제안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 

◦ 반면, 그린에너지 산업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극단 보호주의적 시장경쟁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제로

섬 게임’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비난

- 컴퓨터 반도체와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기술 및 원재료는 산업정책의 

주요 국가 안보 관점으로 관리되기 시작했고,

-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한 주요 산업 강대국 간의 협상이 활발해지고 효

율적인 공급망과 시장 접근., 지식 이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 특정 경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와 함께 공급 불균형과 투자 양극

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동의 기후 행동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를 표명



- 3 -

□ 시사점

◦ 최근의 산업정책이 민족적 혹은 보복적 산업정책이라는 오명을 극복하

고 세계 무역 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비전을 제시할지가 관건

□ 브루킹스, 2023년 미-중 관계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23년 미-중 관계 전

략적 경쟁 및 협력, 견제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사회 문제, 경제 불황 및 강력한 공중 보건 방역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 여론을 고려, 대외 정책 완화 및 특히 미국과의 관

계 개선을 우선시 할 것으로 전망

- 미 정부 또한 국가 이익에 우선시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적 공존 

및 협력을 바탕으로 대 중국 견제 정책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및 미국의 對중국 견제방안 전망

◦ 미-중 양국 지도자 전략적 경쟁 구도 유지 시사

- 시진핑 주석, 중국 공산당 당 대회(22년 10월)에서 ‘투쟁’을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양보 없는 전략적 경쟁 표명

- 바이든 대통령, 최근 국정연설 (23년 2월)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충돌이 

아닌 경쟁임을 재확인

◦ 발간기관 : WITA(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발간일자 : 2023년 2월 7일

◦ 보고서명 : Industrial Policy Nationalism: How Worried Should We Be?

 (미중경쟁) 2023년 미-중 관계 로드맵 (Brookings)

https://www.wita.org/atp-research/industrial-policy-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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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내외 정책 이슈 및 미국의 견제 방안

□ 미-중 양국 상호 이익을 위한 선택적 협력 가능성 전망 

◦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담 참석 차 미국 방문 예정(23년 11월)을 

통해 양국 연관 의제 논의 및 상호 협력 합의를 제안 가능성 무게 

- 신기술 및 첨단기술 사용 제한에 대한 동의

- 인공지능(AI) 자율 무기 시스템(LAWS)및 위성요격미사일(ASAT) 시험 

제한 등 논의 및 협의

- 미래 바이러스 확산 방지 협력을 위한 질병 감시 네트워크 구축

- 매탄 가스 배출 감소 문제 해결책 및 연구 확대

- 미국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사태 대비 중국산 화학물질이 포함된 펜

타닐 미국 유입 억제 방안

- 기타 국제 공공 목표 협력 과제 논의 ①이란 핵 능력 제한 ②에너지 

③식량 문제 ④해양 오염 방지 ⑤개발도상국 부채 등

중국 정책 미국의 대응 및 견제 방안

1. 대만에 대한 압력 가중, 

2. 홍콩 반환 및 중국 내 반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 지속

美 의회 고위급 인사 대만 방문으로 
중국의 대만 정책 견제

신장, 티베트, 내몽골 포함한 소수 민족 
탄압 및 통제 유지

국제적으로 민감함 인권 문제 제기로 
중국 압박

중국 정부 주도의 경제 개입 및 해외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 강화

美 행정부 행정명령이나 법안 제정 등 
강경 정책 고수, 수출 제재를 통한 압박 

인민해방군 군사력 증강 및 對북한 입장 
고수, 푸틴 및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대를 통해 중국 
견제 강화, 국가안보 분야 민감한 
중국의 기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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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미-중 관계는 협력과 공존의 관계 속 갈등, 대립 관계 또한 피하기 어

려울 것으로 전망

- 특히 최근 *중국 정찰 비행체 사태로 양국 간 외교 정책 변화 및 긴장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의 23년 1분기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로 중국 방문 잠정 연기된 상태

\

◦ 미국은 인플레이션, 남부 국경 문제 등의 국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

결하고 중국과의 제한된 힘겨루기 보다는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

고 이슈와 영역에 따라 선택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미중경쟁) 미-중 경쟁의 현재와 미래(CSIS)

□ 개요

◦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는 공산당(CCP)에 반대하는 미국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압박을 가해 왔음

-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및 독단 행동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및 서방 동맹국의 경제적 역량 및 영향령 강화 필요

◦ 중국의 제품 생산력 및 인프라 유지하는 능력을 제한 할 수 있는 수단

을 마련하되,

- 미국과 동맹국이 추진하는 對중국 조치는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고 투명해야할 것을 강조

◦ 발간기관 : Brookings (미 정책 연구기관)

◦ 발간일자 : 2023년 1월 4일

◦ 보고서명 : A roadmap for US-China relations in 2023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3/01/04/a-roadmap-for-us-china-relations-in-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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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군사적 경쟁의 현재와 미래

◦ 중국은 군사 능력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음

- 미국과 미국 동맹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 수십년간 유짇횐 동맹 네트워크는 최악의 경우 중국과의 무장 충돌 시

나리오에 대비, 다양한 군사 훈련을 진행해 왔음

◦ 對중국 경제 압박 대응 관점 미국 동맹국의 취약점 

- 금융제재와 같은 수단은 미국이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

지만 각 동맹국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

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 안보 관점에서 동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중국 제조업 분야의 취약점

◦ 중국은 제조업 분야 특히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가공 분야에서 우

위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제조업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속 철도, 발전소 및 

반도체 제조 분야 등의 핵심 기술을 서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 중국의 제한된 고정밀 및 복잡한 제조 기술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중국이 수입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정밀 장비시장은 독일, 한국, 일

본 및 대만 등 소수의 미국 동맹국이 통제하고 있는 실정

□ 중국의 제조 산업 및 군사력 억제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협력

◦ 중국이 서방 경제를 공략할 경우, 모든 동맹국들이 협력을 통해 중국 제

조업 및 국방산업 단지 필요품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해야 할 것

- 중국의 경제행위 억제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관련 방어 협정에 합

의 도출 필요

- 예를 들어 중국이 중국산 희토류 수출 제한 시 서방 동맹국 네트워크를 

활용 중국이 외국 제조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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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되기 위하여 결과가 명확해야 하며, 네트워크가 

결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할 것

□ 미국 정부 과제 
 

  ◦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시그널 탐지 및 대응 체제 마련 필요

- 미 상무부 연방 등재 공문(Federal Register)에 초안 규칙 발표

- 미 국무부 대응조치의 기준 및 적용 대상 명확화

- 네트워크 구축 권한 부여 및 행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 발간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발간일자 : 2023년 2월 14일

◦ 보고서명 : Constricting the Means of Production: Ally-Centric Cooperative Economic 

Deterrence (csis.org)

https://www.csis.org/analysis/constricting-means-production-ally-centric-cooperative-economic-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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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동향 

※ (상원 휴회) 2월 20일 ~ 2월 24일, (하원 휴회) 2월 13일 ~ 2월 24일

구분 분류 발의날짜 법안명 대표 발의자

기타 하원

1.9 발의

2.9 통과

(227-201)

해외 여행객에 대한 Covid-19

백신증명서 증빙 제출의무 폐지

(H.R.185) Thomas Massie

(R-KY-4)To terminate the requirement imposed by the
Director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or proof of COVID-19 vaccination for
foreign travelers, and for other purposes.

중국 하원

2.8 발의

2.9 통과

(419-0)

*만장일치

중국의 미국 상공 내 감시 비행체

운영에 대한 규탄

(H.Res.104) Michael T. McCaul

(R-TX-10)Condemn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use of a high-altitude surveillance balloon
over United States territory as a brazen
violation of United States sovereignty.

중국 하원 2.2 발의

중국 주식투자 관리감독 강화 법안

(증권거래위원회에 중국 공산당 관련

여부 확인 보고서 제출)

(H.R.747) Claudia Tenney

(R-NY-24)To require issuers filing annual reports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o

disclose whether the issuers have
connections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for other purposes.

중국 상원 1.30 발의

對중국 공정거래 시행법

(중국의 미국 무역·투자 제한 통합 법안)

(S.153)
Tom Cotton

(R-AR)
Fair Trade with China Enforcement Act

중국 상원 1.26 발의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관계 철회 법안

(S.125) Tom Cotton

(R-AR)
A bill to withdraw normal trade relations
treatment from, and apply certain provisions
of title IV of the Trade Act of 1974 to,

produc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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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Biden Makes Surprise Visit to Kyiv in Show of Support for
Ukraine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이 시사하는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브를 깜짝 방문해...

The Washington Post

Rattled by China, U.S. and allies are beefing up defenses in the
Pacific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 대응을 위해 태평양 방어 전략 강화)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도발 행동에 따른 미국 태평양 전략 강화를 이끌어..

New York Times

Biden’s Surreal and Secretive Journey Into a War Zone
(전쟁지역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비밀스러운 여행을 떠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를 은밀히 방문

CNN

As Biden visits Ukraine, China’s top diplomat goes to Russia
(우크라이나로 향한 바이든, 러시아로 향하는 중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동맹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려고 방문한 동시, 중국 관리는 러시아를 방문해..

Bloomberg

China Pledges to Meet Economic Goals as Recovery Takes
Hold

(중국, 경제 목표 달성 약속)
중국 팬더믹 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올해 중국이
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

* 미국 동부시간 2월 21일 00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ᆞ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https://www.wsj.com/articles/president-biden-visits-ukraine-for-first-time-since-russias-invasion-30a7c8d3?mod=hp_lead_pos1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3/02/20/china-taiwan-invasion-deterrence/
https://www.nytimes.com/2023/02/20/us/politics/biden-kyiv-ukraine.html
https://edition.cnn.com/2023/02/20/china/ukraine-china-russia-biden-wang-yi-analysis-intl-hnk/index.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2-21/china-pledges-to-meet-economic-goals-as-recovery-takes-hold?srnd=premium-asia#xj4y7vz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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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05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4 미국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3 북미무역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 분쟁 판결 결과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2 미국 컨테이너 해운 현황 및 2023년 글로벌 동향 전망 2023.01월

US23-01 현지 기관이 전망하는 美 118대 의회 중대 정책의제 2023.01월

US22-45 美 경제 현황과 주요 기관 2023년 전망에 따른 시사점 2022.12월

US22-44 제3차 미-유럽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12월

US22-43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12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획6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본미국에너지·기후변화정책심층분석및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8

(2월중순공개)

금주

공개 예정

코인시-7

(2023.1.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90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0047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00325&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00195&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00098&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0008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9757&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9523&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199205&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KbcCd=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517&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2&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487&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478&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IdstrCate=&pNttCtgrySn=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475&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4&pNatCd=842&pIdstrCate=&pNttCtgrySn=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InnPq-gjdOqtHCAs25y__UGVYh950z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