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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발효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김성택, 남경옥 (3705-6238)

 [경과] 미국은 예정대로 7.6 일(현지시간) $340 억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발효. 이에 중국은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WTO 에 제소할 방침


미국 대중 301조 관세부과 강행 : 미국은 6.15일 $500억 규모 총 1,102개 중국산 재화
수입품에 대해 두 단계에 걸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 예고한 바 있음



중국 대응 : 해관총서, 이날 12시 01분(中 현지시간) 동일 규모($340억)의 미국산 수입품
545개 품목(대두, 돼지고기, 수산물, 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보복관세 부과 개시



금융시장 반응 : 미·중 상호 관세발효에도 불구, 선반영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가운데 미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에 반응

 [해외시각] IB 등은 미중 무역갈등 불구, 양국 및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 중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려


Citi : $2,000억 추가 관세 부과 등과 같은 전면전(full blown trade war)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긴장 상태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우려



Goldman Sachs : 미 관세부과의 core PCE(yoy) 영향은 약 +0.15pp. 성장률 영향은 2년
후까지 -0.2~-0.12pp



Credit Suisse : 무역갈등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GDP가 0.2% 감소하는 정도. 다만 내년에는 피해규모가 GDP의 약 1.3%로 확대될 우려



Fitch : 현재까지 시행된 관세,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부과 및 자동차 관세, 상대국들의
보복관세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세계무역은 약 $2조 감소할 우려

 [전망]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보호무역 조치가
자동차 등 세계무역비중이 높은 분야로 확산될 지의 여부가 세계경제 향방에 최대 변수


미·중 무역갈등 :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단기간내 해결되기도 어려울 전망.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 $160억 관세부과는 빠르면 8월
중 시행될 수 있으며 $5,000억 추가관세 여부는 불확실(아직 구체적 행정절차 미진행)



자동차 관세부과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력 강화를 위해 실제 시행은 아니라도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서두를 우려. 11월 중간선거 이전 조사결과는 발표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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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미국은 예정대로 7.6 일(현지시간) $340억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발효. 이에 중국은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WTO 에 제소할 방침


미국 대중 301조 관세부과 강행 : 미국은 6.15일 $500억 규모 총 1,102개 중국산 재화
수입품에 대해 두 단계에 걸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 예고한 바 있음
– 1차($340억, 818개 품목) : 7.6일 00시 01분(미 동부 표준시)부터 시행. 대상 품목은 기계
및 관련 부품, 전기장비 등의 비중이 높은 편(4.3일 발표 리스트의 $300억 이상, 최종
리스트의 약 $250억)

• 기존 4월 발표 리스트 중 관세부과 대상에서 배제된 $160억은 TV($45억), 프린터 및
복사기($21억), 알루미늄 판재($12억), 의료장비($14억), 에어컨디셔너 장비($8억) 등
대부분이 소비재

– 추가 관세부과 경고 : 트럼프 대통령은 7.6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 총 규모가 $5,000억을 상회할 수 있다고 경고


중국 대응 : 해관총서, 이날 12시 01분(中 현지시간) 동일 규모($340억)의 미국산 수입품
545개 품목(대두, 돼지고기, 수산물, 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보복관세 부과 개시
–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산 일부 제품에 부당하게 과세
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도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즉각 발효.
미국은 잘못된 행동으로 WTO 규칙을 공공연하게 위반했다고 지적
•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계를 수호할 계획
– 상무부, 미국은 WTO 규칙을 위반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을 유발
• 중국은 국가핵심이익과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반격



금융시장 반응 : 미·중 상호 관세발효에도 불구, 선반영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
– 亞 증시에 이어 구미 증시도 대체로 상승세로 마감
<표1> 7.6일 미중 관세발효 이후 금융시장 반응(전일비%)
주가

환율

금리(10y)

S&P 500

2759.82(+0.9%)

달러화지수

94.002(-0.4%)

미국(10y)

2.8217(-)

DAX

12496.17(+0.3%)

달러/엔

110.47(-0.2%)

미국(2y)

2.5365(-1bp)

Shanghai

2747.299(+0.5%)

유로/달러

1.1746(+0.5%)

독일

0.292(-)

KOSPI

2272.87(+0.7%)

달러/위안

6.6427(+0.1%)

중국

3.532(+2bp)

Nikkei 225

21788.14(+1.1%)

원/달러 NDF

1,147.57(-0.4%)

일본

0.033(-)

* 금리 및 환율은 한국시간 6시 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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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의 대중 301조 무역제재 관련 일지
날짜

주요내용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명령

2017년 10월 10일

대중국 301조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 관세부과 및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

2018년 4월 3일

대중 관세부과 대상 품목 1,300여개 리스트 공개

2018년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 $1,000억 규모 추가 관세부과 방안 검토 지시

2018년 5월 3일

북경 1차 무역협상 개최

2018년 5월 17일

워싱턴 2차 무역협상 타결
- 미국: $500억 대중 관세 보류, ZTE 제재 완화 검토 등
- 중국: 보복관세 보류,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지적재산권 문제 해소

2018년 5월 27일

대중 관세부과 강행 계획 발표로 5/17일 협상 타결을 번복

2018년 6월 2일

북경 3차 무역협상 실시

2018년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 $500억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최종 승인

2018년 6월 15일

대중 관세부과 품목 발표
- $340억 818개 품목에 대해서는 7.6일부터 적용
- $160억 신규 284개 품목은 여론수렴을 거친 후 확정 계획

2018년 6월 19일

트럼프 대통령, $2,000억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검토 지시

2018년 7월 5일

트럼프 대통령, 2차 관세($160억) 2주내 부과 및 중국 보복관세시 총 $5,000억 추가
관세부과 시사(기존 $2,000억 유예 포함)

2018년 7월 6일

미국, 대중 $340억 수입품 25% 관세 발효

자료: IB, 외신 등 종합

 [해외시각] IB 등은 미중 무역갈등 불구, 양국 및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 중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려


Barclays : 미중 무역갈등 불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resilent). 연내 2회 추가금리
인상 전망 유지
– 단기적으로는 미 기업들이 관세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출물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일시적
– 독일 등 자동차 수입 관세 부과, NAFTA 탈퇴 가능성 등도 우려되며 현 시점에서 미 경제
전망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강화



Citi : $2,000억 추가 관세 부과 등과 같은 전면전(full blown trade war)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긴장 상태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우려
– 이제까지 발표된 관세부과 규모는 미·중 GDP의 0.5%,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그러나 불확실성 지속은 기업투자 및 소비지출을 위축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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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중기적으로 글로벌 GDP는 1~1.5%p 감소
– 주식시장 등에 무역갈등 위험이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Goldman Sachs : 미 관세부과의 core PCE(yoy) 영향은 약 +0.15pp. 성장률 영향은 2년
후까지 -0.2~-0.12pp
– $500억 관세는 시행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 $2000억 관세부과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



UBS : $500억 관세부과 시에도 $11조 규모의 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관세부과 규모가 추가로 $2,000억불 확대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5%p



Credit Suisse : 무역갈등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GDP가 0.2% 감소하는 정도. 다만 내년에는 피해규모가 GDP의 약 1.3%로 확대될 우려
– 미국의 301조 지적재산권 관련 500억불 관세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500억에서 亞 국가들이 더하는 부가가치는 약 35~40%($175~200억). 이는 중국을
제외한 亞 GDP의 약 0.1% 수준

– 대중 $2000억 관세부과는 아무리 빨라도 11월까지 시행되기는 불가능


JP Morgan : 세계경제 성장률 영향은 ①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을 하지 않을 경우 -0.2% ② 교역 상대국들이 동등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0.4% ③ 모든 국가들이 관세를 동일하게 10% 인상할 경우 -1.4%
– 공급망 교란 및 금융여건 긴축에 따른 영향까지 포함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전망



Fitch : 현재까지 시행된 관세,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부과 및 자동차 관세, 상대국들의
보복관세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세계무역은 약 $2조 감소할 우려
– 이 경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0.5pp 하락 가능성. 미 Tax Foundation 추정치는 -0.4pp



Oxford Analytica : 관세부과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관련된 부문들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자동차 수입관세 부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 WTO의 권위가 무력화되는 것도 위험요인



Oxford Economics : 301조에 따른 $500억 관세부과시 미·중 양국의 실질 GDP는 향후
2년에 걸쳐 각각 약 0.1% 감소
– 미국이 $2,000억에 대해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19년 양국의 실질 GDP는 최소
0.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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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on Institute : 트럼프 행정부는 '40년대 이래 가장 위험한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공격을 도발한 셈
–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개입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



Bloomberg Economics : 미·중 양국이 추가 조치를 자제하고 냉정을 회복할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완만할(modest) 수준에 그칠 전망



IIF : 무역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세부과 시행이 시장에 새롭게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매수기회로 보는 투자가들도 존재

 [전망]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보호무역조치가

자동차 등 세계무역비중이 높은 분야로 확산될 지의 여부가 세계경제 향방에 최대 변수


미·중 무역갈등 :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단기간내 해결되기도 어려울 전망.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
– $160억 관세부과 : 절차 상으로는 공청회(7.24), 이의제기 수렴(~7.31)을 거쳐 8월 중순까지(~8.14)
시행될 소지
• 284개 품목 대상 : 반도체 및 관련 장비($58억), 플라스틱($22억), 구조용 철강($8억),
전기모터($7억), 배터리($1억) 등
• SIA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관세부과시 중국 기업들보다는 미 기업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FT)

– 추가 $5,000억 관세부과 : 아직까지는 협상용 카드로 판단되나 실제 시행되지는 않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공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태
• $2,000억 추가 관세부과 조치는 ① $160억에 대한 품목 리스트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② $2,000억 품목에 최종 소비재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체 가능한 수입국도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미약(Goldman Sachs)

–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미 경제의 성장세 지속, 미 대중전략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간내 타협책을 모색할 가능성은 제한적
• 미국의 양호한 경제 상황을 감안시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적 압박감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간 무역분쟁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Brookings Instituion)
•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안보전략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정책을 활용.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겨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SCMP)

•

무역전쟁은 시작되었지만 탈출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Oxford Economics)
K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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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유의 : 미국의 관세부과가 $5,000억 규모로 확대될 경우
중국은 비관세장벽 강화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등을 모색할 소지
•

중국 정부는 올해에는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달라질 우려(Credit Suisse)



자동차 관세부과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시행은
아니라도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서두를 소지
– 현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며, 이 경우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예상
• 5.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미 상무부에 자동차 수입이 미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지시
• 7.19~20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절차 상으로는 내년 2월 중순경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나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

– 다만,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일괄적용 보다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같이 선별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규모는 약 $3,600억으로 미 GDP의 약 1.9%, 수입의 약
12.3%를 차지(JP Morgan)
<표3>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관련 주요 일정
근거

일정

통상법 301조
(대중 지재권)

~2018년 7월 19일

주요내용
2차($160억, 284개 품목) 관세부과 발효

TBA
2018년 7월 19~20일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및 부품)

* 공청회(7.24) 및 반박자료 제출(7.31) 일정이 남아있으나 7.5일
트럼프 대통령은 2주내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

중국 보복관세시 $2,000억 추가 관세부과
공청회 개최

2019년 2월 17일

조사결과 대통령 보고 시한(조사개시 후 270일 이내)

2019년 5월 18일

대통령 보고 이후 90일 이내 최종 결정

2019년 6월 2일

대통령 결정 이후 15일 이내 조치 시행

자료: IB, 외신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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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중 무역분쟁 경과

날짜

국가

2017년 8월 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강제 기술이전 요구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

2017년 8월 14일

미국

대중국 301조 조사 개시

2017년 10월 10일 미국

주요내용

대중국 301조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2018년 3월 1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중국산 철강(25%), 알루미늄(10%)에 관세 부과

2018년 3월 16일

미국

중국 국영 통신장비업체 ZTE (中興·중싱)사에 대해 7년간 미국기업과 거래 금지
트럼프 대통령, 통상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응으로
관세부과, WTO 제소 및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
- 관세부과: USTR, 15일래 대상물품/관세율 공표 후 comment period 거쳐 시행
- WTO 제소: 회원국과의 협력에 기반, WTO 분쟁해결절차 통한 문제해결 병행.
60일 이내 USTR은 진행경과를 대통령에 보고
- 투자제한: 재무장관은 미국에 중요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 60일 이내 재무장관은 진행경과를 대통령에 보고

2018년 3월 22일

미국

2018년 3월 23일

중국

전일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에 보복관세 계획 발표로 맞대응($300억 규모)

2018년 3월 28일

미국

대중 301조 관세부과 계획 60일간 유예

2018년 4월 2일

중국

미 무역확장법 232조(철강류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관세부과 실시(돈육 등 8개 품목 25%, 과일 등 기타 120개 품목 15% 적용)

2018년 4월 3일

미국

대중 301조 관세부과 대상 품목 1,300여개 리스트 공개

2018년 4월 4일

중국

미 무역법 301조 관련 조치에 대해 농산물, 자동차, 항공 등 106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계획 발표로 대응($500억, 발효시점 미정)

2018년 4월 5일

미국

중국산 수입품 $1,000억 규모 추가관세 부과 방안 검토 지시(301조)

2018년 5월 3일

미∙중

북경 1차 무역협상 개최

2018년 5월 15일

미국

USTR, 대중 301조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공청회 실시

2018년 5월 17일

미∙중

워싱턴 2차 무역협상 타결
- 미국: $500억 대중 관세 보류, ZTE 제재 완화 검토 등
- 중국: 보복관세 보류,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지적재산권 문제 해소 등

2018년 5월 23일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의거 자동차 수입이 미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개시

2018년 5월 27일

미국

대중 관세부과 계획 발표로 5/17일 협상 타결을 번복

2018년 6월 2일

미∙중

북경에서 3차 협상

2018년 6월 1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500억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

2018년 6월 15일

미국

대중 301조 관세부과 품목 리스트 발표

2018년 6월 1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2,000억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검토 지시

2018년 7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2차 관세($160억) 2주내 부과 및 중국 보복관세시 총 $5,000억 추가
관세부과 시사(기존 $2,000억 유예 포함)

2018년 7월 6일

미국

미국, 대중 $340억 수입품 25% 관세 발효

자료: IB, 외신 등 종합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8 혹은 stkim@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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