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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 및 반응

◈ 의회는 대중 특별위원회 첫 청문회 이후 다수의 대중경쟁 관련 법안 심사
◈ 상정된 법안은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견제와 대만 지원 암시
◈ 대중경쟁 본격화 예상에 일각에서는 우려 표명 

Ⅰ. 개 요
□ 118대 하원, 중국특위 첫 청문회와 기타 상임위 대중 법안 심사 (2.28)

◦ 올해 1월 118대 의회 시작과 함께 신설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Selected committee o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PRC)는 첫 청문회 개최

- 동 청문회는 맷 포팅어(Matt Pottinger) 전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H.R. 맥

매스터(H.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을 증인으로 소환, 총 7차례에 걸쳐 

미·중 경쟁을 집중적으로 조사

◦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 이후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초당적인 대중 견제 법안 심사

-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는 ① 중국의 국제적 지위 변경, ②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③ 외교적 대만 지원, ④ 중국 금융시장 감시 등에 

대한 법안을 발의 

<2.28 하원 위원회가 심사한 주요 법안>

발제 위원회 법안 주요 내용

외교위원회 H.R. 1107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외교위원회 H.R. 115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틱톡 금지

금융서비스위원회 H.R. 540, 554, 803 대만 외교적 지원

금융서비스위원회 H.R. 510, 839, 1156 중국의 금융시장 감독

* 이를 포함, 하원은 마약 밀매, 백신 수급 등 총 11개의 대중 견제 법안을 발의

[자료원] 하원 외교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보도자료

Ⅱ. 주요 법안

□ H.R. 1107 :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반대법’(The PRC is Not a Developing

Country Act)

◦ 중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켜 국제기구 및 협상 등에서 개도국 특혜 박탈

- 동 법안은 ① 미·중 간 통상에서 중국을 중진국이나 선진국으로 표기, ② 미

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 및 ③ 중국을 선진국

으로 강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 또한 국무부가 제정 이후 180일 이내 하원 외교위원회에 미국과 중국이 

가입한 국제기구 중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얻는 혜택* 조사와 지위 재조정 

심사를 위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

* 중국은 IMF의 개도국 인프라 건설, 농업생산, 교육, 의료 지원 최대 수혜국

□ H.R. 1153 : ‘미국의 기술적 적대자 방지법’(The “Deterring America’s

Technological Adversaries Act”

◦ 미국 여론은 작년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국가 안보의 위험 요소로 지목

-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외교위원회 의장은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규정

- 의회는 동 법안을 통해 행정부에 틱톡 및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또 다른 중국산 ‘스파이 벌룬’ 사태를 막는 조치라고 설명

- 또한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이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언급

□ 대만에 외교적 지원 : H.R. 540, H.R. 554, H.R. 803

◦ H.R. 540 : 2023 대만차별금지법(Taiwan Non-Discrimination Act 2023



- 법안은 ① 대만의 IMF 회원가입, ② IMF의 정기적인 금융 활동 감시 및 경

제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③ 대만 국민에게 IMF 취업 기회 제공, 및 ④ 대

만의 금융 기술 지원을 명시

◦ H.R. 554 : 2023 대만분쟁억지법(Taiwan Conflict Deterrence Act 2023)

- 중국이 대만에 강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재무부 장관에게 중국 고위 관료와 

관련된 금융기관 및 계좌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을 요구하고, 중국 지도층의 

자산 공개와 지도층과 직계가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차단 권한 부여

* △정치국상무위원, △중앙위원회위원, △위원과배우자의부모, 형제, 자녀△자녀의배우자

◦ H.R. 803 대만보호법 (PROTECT Taiwan Act)

-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제 

금융 그룹과 연계,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에 개입하게 될 경우, 중국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격리하는 권한 부여

□ 중국의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 강화 : H.R. 510, H.R. 839, H.R.1156

◦ H.R. 510 : 2023 중국통화책임법(Chinese Currency Accountibility Act 2023)

- 재무장관은 IMF 집행기구와 협력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가치 상승을 막고,

특별인출권*의 가치 하락 조정

* 특별인출권으로지정된통화(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는 담보없이외화대출가능

◦ H.R. 839 : 중국환율투명성법(China Exchange Rate Transperncy Act)

- 중국의 환율정책 공개에 투명성 강화를 주문하고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을 중

국의 비인도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니셔티브 강화

◦ H.R. 1156 : 중국금융위협완화법(China Financial Threat Mitigation Act)

- 법안에 따르면, 재무장관, 연준 이사회, 증권거래 위원장, 국무장관은 중국의 

국제 금융 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에 미치는 위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권고 및 복원력 촉진에 나서는 정책 검토를 지시

□ 중국의 마약 밀매, 강제 장기 적출 등 견제 법안 통과

◦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인 견제 법안 이외 대중 관련 법안 심사

- H.R. 1592 ‘강제장기적출금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 Act)은 국무부에 

인신매매, 장기 적출에 관련된 보고서 작성과 해당 기관의 자금 차단을 명시

- H.R. 1076은 감사위원장에 펜타닐, 필로폰 등 합성 약물의 밀매, 이로 인한 

불법 자금 조달에 관한 연구, 다국적 범죄 조직, 테러 조직 및 적성국의 관련 

사업 모델 조사 등을 지시

Ⅲ. 현지 반응

□ 대중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평가에도 일각은 “성급했다”라고 비난

◦ 특임위의 첫 청문회와 다수의 대중 관련 법안 심사가 미국의 견해 변화를 

알린다고 시사하며 대중경쟁 심화를 예고

- 폴리티코는 외교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발제한 법안들이 포괄적인 대중 

견제와 러시아 및 적성국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

- 마이크 갤리거(Mike Gallagher) 미‧중 경쟁 특별 위원장은 미국이 “중국의 

이념적, 기술적, 경제적 위협에 맞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견고한 대중 견제 필요성 주장 

- 하지만,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118대 의회가 

이번 광범위한 대중 견제를 위한 청문회와 법안들을 연구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비난

* 자료 : 美 하원 외교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서비스 위원회 보도자료 및 기타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