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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연구의 배경
 - 미국의 대중국 관여(Engagement) 정책에서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정책으로의 

이행
 - 첨단기술/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산업 강국간 경쟁이 국제무역체제와 국가 산업 전략

의 특징을 규정하는 새로운 시대

∎ 연구의 목적
 - 미, 중, 일, EU 의 산업안보 강화 전략 비교 분석
 - 전략적 자율성 달성을 무역 통상, 지역 다각화, 산업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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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미국

∎ (개요) 공급망 강인화, 산업기반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정책 추진

◦ 공급망 리질리언스, 목표 지향 공공투자 확대, 공공조달의 전략적 이용, 기후위기 대응 강
화, 평등과 공정성 강화가 5대 축

◦ 공급망 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해, 국방생산법, 국가의 전략적 투자,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 도입 등 새로운 수단 동원

◦ 인프라, 연구개발, 인재개발에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8~10년 동안 연간 GDP 1% 상당)
◦ 연간 6,000억 달러의 정부조달을 이용하여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 경로로 이

용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반 구축, 국제경쟁에 대응
◦ 지역 제조 허브, 기술 허브, Manufacturing USA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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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미국

∎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산업통상 정책

 - 공급망의 재편,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 축소, 기술경쟁력 강화, 민주주의·시장경제 이념
(체제) 강화 등의 4개의 범주로 구분

구분 대표적 조치
공급망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2021.2),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6), 기타 산업지원 정책(반도체 등)

시장
수출관리규정(EAR),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8.8),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에 관한 행정명령(2019.5), 국방수권법(NDAA, 2019.8) 

기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법(FIRMMA, 2018.8), 혁신경쟁법(2021, 상원 통과, 하원 검토 중)

이념/체제 미-EU 무역기술이사회(TTC, 2021.9),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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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미국

∎ 공급망 재편

◦ (반도체)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2021.2)에 의한 공급망 조사

 - 상부무는 국내 제조 기반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국내 투자 촉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신속한 이행,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인재 확보, 동맹을 통한 안정적 공
급망 확보, 기술 보호 등의 전략 제안

 - 2020.6-7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법안, 미국파운
드리법안, 핵심공급망및지식재산회복법안 등이 발의,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

 - 미국혁신경뱅법안(2021, 하원 검토중)은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으로 520억 달러 배정

 -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의 미국 내 투자 단행
§ (TSMC) 120억 달러, 5nm급 파운드리 설립 발표
§ (삼성전자) 170억 달러, 3nm급 초미세 공정라인 설립 발표 / 텍사스주 테일러시, 최대 90% 재산세 환급 
§ (Intel) 200억 달러, 애리조나주 공장 신설, 25억달러 뉴멕시코 공장 증설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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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미국

∎ 대중국시장 의존도 축소

◦ (수출통제 강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미국의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품목의 수출을 통제, 기술 보호를 위한 목적 강화

 -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거래통제목록(CCL)을 추가 및 관리하고 수출제재명단(Entity 
List)을 통해 해외 기업 및 기관과의 거래를 통제

  * 최근 반도체, 5G, 네트워크 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및 감시카메라 장비, 로봇 등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한 중국기업 수출제재명단에 대거 추가

 - 2019.5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기술 유
출을 시도하는 해외 ICT 기업과의 미국기업의 거래 금지

  * 화웨이 및 계열사 64개사에 대한 수출 제재, 화웨이 비미국 계열사 46개사 수출제재명단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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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제재 강화) 2019년 국방수권법(NDAA)를 통해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기업과의 연방
정부, 군, 정부소유 기업 등 정부기관의 거래 통제

 - 2019년 국방수권법(NDAA) 889조에 의거, 미 정부기관의 Huawel, ZTE, Dahua 
Techonology, Hikvision, Hytera 등 통신 및 영상감시 분야 중국기업과의 거래를 제한

◦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MMA) 제정,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해석 범위를 넓혀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
(CFIUS)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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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미국

∎ 기술경쟁력 강화
◦ (미국혁신경쟁법) 대중국 견제 법안을 통합한 패키지법안

 - 미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 첨단기술의 상용화, 핵심 산업의 기반과 경
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정책의 근간

 - ‘무한프론티어법안’의 핵심은 미국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우위 선점이라는 점에서 기술경쟁
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 법안

법안 구성 주요 내용

Division A. CHIPS and O-RAN 5G 
Emergency Appropriations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기술우위 유지, 중국산 통신장비 의존 방지

Division B. Endless Frontier Act 국립과학재단(NSF)내 기술국 신설, 연구안보 강화, STEM 인재양성 촉진

Division C.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중국위협에 대비한 국제협력, 미국가치 수호, 수출통제 강화 등
대중국 디커플링 지원 예산 편성, 중국의 전세계 영향력 확대 저지를 위한 
정책 수단 확보

Division D.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Provisions

국내 제조역량 강화(중국산에 대응할 바이아메리칸 적용 강화), 사이버안보 
인력 양성

Division E.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중국의 미국시장 교란 등 안보 위협에 대한 제재 강화, 보고서 작성 의무
중국의 지식재산 탈취, 미국내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강화

Division F. Other Matters 교육 및 의학 연구에 대한 경쟁력 및 안보, 
Division G. Trade Act of 2021 GSP, MTB, 301조 추가관세 면제 재개, 강제노동/지재권 탈취제품 수입금지 



10

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미국

∎ 공통 가치를 기초로 한 동맹 및 협력 강화

◦ (미-EU 무역기술이사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무
역·투자·기술 협력 강화, 특히 미-EU간 동맹 강화가 목적

 -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서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10개의 작업반* 구
성

  * 기술 표준 협력, 기후 및 청정기술, 안정적 공급망, ICTS 안보 및 경쟁력,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 플랫폼,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오용, 수출통제 협력, 투자심사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기술 접근 및 사용 제고, 국제무역 도전과제 등

◦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민주국가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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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미국

∎ 시사점
◦ 미-중 전략적 경쟁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복잡성

 - 공급망, 시장, 기술, 이념과 체제라는 네 차원에서 대중국 이해관계 상충

<그림1>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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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미국

∎ 시사점

◦ 글로벌 플랫폼 자본주의 기술, 제도 인프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 산업과 기술이 안보 이슈가 되는 시대로 진입
 - 미-EU TTC 의제: 이중용도기술 수출통제, AI 기술, 반도체 공급망, ICTS, 데이터 거버

넌스, 테크 플랫폼 등의 무역 규범

◦ 기존 성장모델에 대한 결산
 - 외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 글로벌 패권국 지위의 위협=>전략적 경쟁 선언
 - 내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 사회계약의 위기=>좋은 일자리, 중산층 복원 정책(Jobs plan, 

Family plan)

◦ 미국 산업정책의 부활
 - 경제, 산업, 기술의 안보 이슈화 효과로 산업정책 강화
 - 대규모 재정투자를 동반하는 인프라 투자, 기술개발 (소득분배와 저소득층 지원의 사회정

책과 결합)



13

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중국

∎ (개요) 국제대순환전략에서 국내순환에 중점을 두는 쌍순환 전략으로 이
행, 하이테크 산업에서 신형 거국체제라는 독자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

◦ 중국제조 2025(2015)에서 14.5 규획(2021)으로 이어지는 제조강국 정책
 - 산업의 기초기술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로 조립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이행을 추구

◦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기술체제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기술자립화 정책 강화
- 부품, 엔지니어링, 소재, 기초 산업기술을 ’4대 기초‘로 설정하여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자

립화, AI, 양자 등 7대 과학기술 육성
- AI, 5G, 센서, 양자컴퓨팅 등 10개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을 군수산업에 접목시키는 밀리테

크 4.0 정책

◦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시장분단, 공급망 탈중국화, 기술분단에 대응하는 쌍순환 
전략

- 시장분단에 대한 대응으로 신형인프라 건설, 소비 고도화를 통한 내수 확대와 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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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추진
-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에 대응해 동아시아 및 유럽과 무역 및 투자협정 조기 타결

(RCEP, 중-EU 투자협정)

◦ 미국의 기술 디커플링 정책에 대응해 신형 거국체제로 독자적 혁신 시스템 구축
- 신형 거국체제 下에서도 시장 경쟁과 글로벌 연계는 최대한 유지

◦ 쌍순환 전략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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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중국

▪중국 제조업과 산업기술의 전략적 취약성

◦ 제조업: 조립의 한계, 핵심 부품과 설비의 높은 대외 의존도
 - 미국, 유럽의 수입 제재로 제조업의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
 -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리스크 증대
 - 낮은 국산화율과 주요 부품·소재·설비 수입의존 
 - 미중통상 마찰이후 외자기업 이탈

◦ 기술력: 국가 중심의 연구개발체제의 한계와 기술고립주의 
 - 미국, 유럽의 대중국 기술유출 견제 본격화
 - 정부주도하의 연구체제로 기업과 제품기술력 취약

◦ 정치적 불안정과 성장동력 약화
 - 시진핑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 강화와 경직성 심화
 - 정부의 민영기업 억제와 시장경제 동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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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중국

∎중국 정부의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정책

◦ 제조업 중시정책과 GVC 안보 강화

 - 제조업 안보 개념 도입(제조업 비중 30% 유지 목표)
 - 기초기술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 공급측 구조개혁 지속

◦ 쌍순환 전략 (미국혁신경쟁법에 상응하는 미국 견제 극복 전략)

 - 대내 순환: 투자와 소비 등 내수 확대, 신형 인프라와 신형 도시화 투자(5G 기지국, 빅데
이터, AI, IOT, 도시간 고속도로, 스마트 시티, 환경 기초시설, EV 충전시설 등)

 - 대외순환: 대외개방, 지역협력, GVC 재구축 



17

◦ 기술자립주의 강화

 - 기초기술 육성: 부품, 엔지니어링, 소재, 산업기술 등 4개 기초기술 육성 등
 - 7대 과학기술 육성: AI, 양자, IC,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헬스케어, 우주 탐험 등
 -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역할 제고
 - 군민 융합 기술 발전(‘밀리테크 4.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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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전략적 경쟁과 산업안보 전략: 중국

▪ 시사점

◦ 대중국 산업·통상 전략

 - 미·중간 협력시대=>미·중간 전략적 경쟁 시대로 이행에 상응하는 대중전략
 - 중간재와 설비에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GVC형 수출시장 모색(베트남, 멕시코 등)
 - 미·중갈등을 대중 경쟁력 격차 확대의 기회로 이용
 - 중국시장 소비재 진출 활성화 전략 모색
 - 차이나 리스크가 높은 품목군에 대한 대비책 강구(차이나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중국의 기술민족주의에 대한 대응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 중국 산업기술 변화에 대한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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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일본

∎(개요)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를 위한 통합이노베이션 전략, 경제안보 컨
트롤 타워 창설과 범부처 대응 체제 구축

◦ 산업강국 간 경쟁이 신흥기술 선점 경쟁으로 이행한다는 판단하에 통합이노베이션 정책 
추진(2020년 7월)

- 세계 최첨단의 연구개발 거점 형성, 고도 전문인력 양성, 계측·분석 기술의 고도화 추진, 
대학이나 연구소 간 연계를 지원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제조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 일본내 공장 신축과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미·일 공급망 강화 추진

- 공급망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국내회귀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 유치 
보조금, 희토류 조달선 다변화 정책 추진

◦ 안전보장과 일체화된 경제정책 추진
- 경제와 안보가 일체화된 경제안보정책 컨트롤 타워(경제안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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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일본

∎ 일본 제조업과 산업기술의 전략적 취약성: 반도체 산업
 - 일본 반도체는 장비, 소재 등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낸드메모리를 제외

한 메모리분야에서 철수,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TSMC에 크게 의존
  * 반도체 재료, 장비, 낸드플래시, CMOS(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 등에서 강점을 보유, TSMC, 폭스콘, 

UMC 등 대만 반도체 관련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발전에 불가결

 - 상호보완적 산업특성을 보유한 일본의 장비·소재업체와 대만의 파운드리기업, 미국 기업간 3
국간 반도체산업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

<표1>반도체 분야의 시장규모 및 주요 국별 점유율

분야 시장 규모
(억 달러)

시장점유율(%)
미국 대만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반도체 칩 4,283 51 6 10 10 5 18
설계 소프트웨어 102 90

요소회로설계 39 41 2 56 2
웨이퍼 112 17 13 57 12

파운드리 640 10 71 7 9
패키징/검사 290 19 54 24

반도체제조장비 772 46 22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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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일본

▪ 일본 정부의 전략적 취약성 대응 정책

◦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를 위한 통합이노베이션전략 추진
 - 세계 최첨단 연구개발 거점 형성,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범부처 대응체제 구축
 - 안전보장과 일체화된 경제정책 추진
 - 경제안전보장실 내 기술조사실 설치
 - 내각부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각 부처의 경제안보정책을 수립·총괄하는 경제반 설치
 - 외무성 경제안전보장정책실 설치

◦ 기술 유출 방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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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일본

◦ 일본의 통상전략도 경제와 안보를 일체화
 -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WTO의 역할 중시 등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지지
 - 미·중 마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

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
 -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도 협력 관계를 유지

◦ 공급망 재구축 강화
 - 의료품이나 소재·부품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재구축을 통한 중국의존도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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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일본

▪ 시사점

◦ 미·중 마찰과 미·일 마찰의 공통점과 차이에 주목

◦ 미-일-대만간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등

◦ 일본 정부의 기민한 경제안보 정책에 주목
 - 경제안보정책의 주류화와 범부처 대응, 미-일 협력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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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EU

∎ (개요) 유럽은 핵심 원자재, 기술, 식량, 인프라 등 전략 부문에 대한 대
외 의존도 축소와 유럽 내 생산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율성 정책 추진

◦ EU 부흥 패키지(20년 7월)에서 혁신 지원, 그린, 디지털로 이행을 위해 총합 1.8조 유로
의 예산 책정(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에 향후 2~3년 1,350억 유로 투자). 

◦ 2020년 산업전략 업데이트(21년 5월)에서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제품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발표

- 6개 전략 분야(원자재, 배터리, 유효의약성분,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에지 기술)의 대외 
의존을 축소하고 자립화 추진, 이를 위해 전략 분야의 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표준화 전략 
수립과 정부조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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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EU

∎ EU 산업의 전략적 취약성 분석 

◦ EU 집행위는 “Strategic Dependencies and Capacities (2021)”에서 산업의 취약성 분석 

 - (수입의존도 기준) 수입제품 5,200개 중 137개 제품이 민감 산업생태계
  * 에너지 집약산업(99개 상품), 보건산업(의약품 원료 및 기타 보건관련 제품)과 기타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제품 

 - (기술 의존도 기준) 핵심기술을 정의하고, 개발 및 상품화 역량 평가, 6대 취약부문 도출: 
원자재, 의약품, 배터리,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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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EU

∎ 6대 전략산업

◦6대 산업의 공통적 도전과제는 핵심원자재의 높은 대외의존과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 

전략분야 도전 과제 

  원자재

·핵심 원자재에 대한 대외 의존성

·특정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집중

·전 세계 원자재 생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강화

·재생에너지 및 e-모빌리티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의약품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한 가치사슬 파괴 가능성

·높은 수준의 공급망 통합 현상(생산 지역집중도 높음, 인도, 중국) 

리튬배터리 ·관련 원료, 가공 자재 및 부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수소
·대규모의 청정 수소 공급 필요

·원자재(전해질 및 연료 전지 등) 수입 의존성 높음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대만의 TSMC, 한국 삼성이 주도)

·높은 대외 의존도(일반설계는 미국, 칩 제조는 아시아에 의존)

·공정경쟁 부재(보조금 문제)

클라우드 및 

에지 컴퓨팅

·EU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저조

·EU 기업의 낮은 시장점유율(주요 4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80% 차지)

·투자격차(미국과 중국 대비 연간 110억 유로 수준의 투자 격차)

·유럽 사용자의 우려(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호 등의 이유로 해외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우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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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EU

∎ EU의 산업경쟁력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비전

◦ 전략적 자율성: 핵심 원자재, 기술, 식량, 인프라, 안보 및 기타 전략 부문에 대한 유럽 
내 생산, 전략적 가치사슬에 대한 투자, 제3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축소로 정의

 -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유럽 성장 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도입함. 

 - 그린 및 디지털의 이중 전환이라는 비전과 함께 전략적 자율성을 제3의 축으로 격상  

◦신산업정책: i) EU 단일시장 복원력 강화, ii)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강화, iii)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3대 목표 하에 16개 핵심 과제 제시 

 - 신산업정책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정책: 글로벌가치사슬 다각화, 신산업동맹 지원, 전략적 
취약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신통상정책: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성 유지, 공정한 경쟁 환경 보장,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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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EU

∎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정책  

◦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혁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제협력으로 구분

◦ 전략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 동맹, EU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핵심 사업을 위한 전략적 포럼 
IPCEIs(Strategic Forum for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 전략적 의존도 및 위험성 평가의 정기화
  - 산업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산업동맹을 구성하여 산업별 기술로드맵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
   * EU 6대 전략산업 중 원자재, 배터리, 청정수소 관련 산업동맹이 구축, 향후 반도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으로 확대
  - EU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핵심 사업 전략 포럼: 고위험 투자 부문 중 민관 공동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 지원. 

◦ 기술·혁신 투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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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연구·혁신 허브 정책: 그린 및 디지털 전환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연구 기금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개선, 기술의 시장화 촉진, 기술 및 지식의 이동성 강화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 연구혁신을 통한 트윈 전환 및 EU 정책 지원 
프로그램 

- 국제표준화 전략 : 첨단기술 주권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표준 수립에 적극적 관여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해외보조금 규제: 해외기업의 EU 기업 인수 및 공공조달 참여 시 자금 출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거래 금지,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 

  - 외국인투자규제와 심사강화 

◦ 국제협력 확대

  -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TTC 등)
  - 저·중소득국가와의 파트너십, 공급망의 니어쇼어링 대안으로 발칸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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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EU의 산업안보 전략: EU

∎ 시사점

◦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구

◦ 자체 기술 및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강화, 국제 파트너십 확대로 보완

◦ 산업생태계 접근과 기업-정부-학계-노동계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연대형 거버넌스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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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전략적 경쟁의 귀결과 경제안보 정책의 주류화

∎ (1) 경제안보정책의 주류화, 경제와 국제정치의 융합
◦ 미·중간 GVC 디커플링과 무역과 투자의 지역 블록화 강화 
 - 신흥 기반 기술 중심의 선별적/선택적 디커플링

 

<표8> 선별적·부분적 디커플링과 복합지정학
미-중 디커플링

<== 관여
선별적, 부분적 

디커플링
전면적 

디커플링 ==>

산업의 
구분

전통산업 G2 협력 분리

첨단산업 G2 분리 분리

국제경제
질서

국제경제질
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정경분리)

복합지정학
(국제정치와 
경제의 융합, 

국가개입의 
증가)

냉전
(국가간 전쟁 
수단으로서 

경제)

지정학이 
아니라, 

지경학의 시대

표준, 네트워크, 

기술동맹
영토기반 
지정학

지배적 
생산방식

GVC
platform-centere

d multiple GVC 

블록별로 
분할된 국제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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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전략적 경쟁의 귀결과 경제안보 정책의 주류화

▪ (2) 첨단기술·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의 격화

∎ 주요국의 생산과 제조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자국 또는 지역 내 공급망 자립화 강화
◦ 공급망 자립화 강화로 중간재 수출에 영향, 특히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위축 가능
◦ 해외시장 접근의 방식을 국내 생산 후 수출에서 해외 생산 후 현지판매로 전환 또는 강화

∎ 신기술, 신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산업강국 간 경쟁의 격화로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약
◦ 신흥 기반기술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와 핵심 기업과 국가 사이의 민관협력 체제 강화
- 신흥기반기술에 대한 경쟁국 접근 차단, 공급망 취약성을 안보 이슈로 보고 공급망 안보 

정책 강화
◦ 한국 산업이 기술 프런티어 다가갈수록 기존 산업강국의 견제 강화



33

4. 미·중 전략적 경쟁의 귀결과 경제안보 정책의 주류화

▪ (3) WTO를 대신하는 새로운 무역 투자 규범의 형성: 클럽형 무역질서
의 구축

◦ 미-EU 간 무역기술이사회(TTC)는 핵심 기술, 경제 및 무역 이슈 공동대응, 민주주의 가
치 기반 공동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함

-  기술 표준, 공급망 안보, ICT 기술 및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 테크 플랫폼 등 신흥 기
반 기술을 둘러싼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력 추진

◦ 미국의 인도-대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과 디지털 경제, 기술, 공급망, 탈탄소화, 청정
에너지, 노동조건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한 포괄적 경제 프래임워크 추진(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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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전략적 경쟁의 귀결과 경제안보 정책의 주류화

∎ (4) 미국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

◦ 역사 계보학적으로 보면 19세기 초 산업경제의 구축 경험(Hamilton A.), WWII 기간의 전
시경제, WWII 이후 미소 냉전기 신기술 투자 정책을 잇는 미국 경제정책의 중요한 전환
(B. Deese)

-  미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와 대결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긴
박감을 반영하여 ’새로운 자본주의‘ 추구.

∎ 산업정책의 부활은 지배적인 경제 성장 정책 패러다임 교체
◦ 워싱턴 컨센서스 아래서 경제성장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정, 자유화, 규제 완화, 대외개방;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는 산업정책은 터부시
◦ 산업정책의 부활, 부활을 넘어 주류화는 산업정책, 거시경제정책, 규제정책 등 경제정책의 

재정렬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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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전략적 경쟁의 귀결과 경제안보 정책의 주류화

∎ (5) 산업정책의 주류화와 경제정책의 재정렬
◦ 경제와 외교·안보의 결합으로 경제안보가 주요 정책분야로 부상
◦ 국가의 시장 창출(market making), 시장 조정(market shaping) 역할 강화

∎ 전통적 산업정책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비교

 전통적 산업정책

(추격성장기)

구조개혁 접근

(신자유주의기)
새로운 산업정책

목적
특정 산업의 보호, 

육성
시장 환경 정비 중시 미션 지향, 중장기 사회, 경제과제 해결

이론적 근

거

시장실패의 시정과 

유치산업 보호

-시장기능 중시

-정부실패 우려

-crowd out 효과 강

조

-불확실성 下 정부에 의한 시장의 창출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가 국가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crowd-in

정책 프레

임워크

-미시 공급측 

-관주도

-미시 공급측

-민주도

-미시 정책과 거시 정책의 통합, 수요와 공

급을 통합(PGS)

-산관학 연계, 규제·제도, 국제표준화, 민

간자본 유도, 국제협력 등 정책 수단 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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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経済産業省, 経済産業政策の新機軸(参考資料), 2021

원
기술

개발
응용, 실용화 지향

기초연구 지향(소규

모)

야심적, 극적 혁신 창출

(‘문샷’)

정책

평가

선진국 산업과 기술

의 추격

엄격한 비용효과 분

석에 기초, 사전평가

-위험에 도전, 실패를 통한 학습

-기술의 스필 오버, 학습 효과, 인재육성 

효과 등 부차적 효과도 포함하여 평가 

-종합적, 다면적 사후평가

제조업중요

도

-제조업 진흥, 보호 

-최종재 중심

-제조업의 상대적 지

위 하락

-설계, 생산 공정의 디지털전환.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공급망/가치사슬 

중심
재정

동원
중규모, 중기 소규모, 단기, 단발성 대규모, 장기,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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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산업·통상 정책

∎ 전략적 자율성 정책의 구성요소와 체계

<그림> 전략적 자율성 정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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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전략적 자율성

 - 위험과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나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대
 - 추격형 발전모델에서 선도형 발전모델로 도약이 필요한 시기
 - 한국 경제과 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상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룰 메이커 역할이 필요한 시

기
 - 원칙+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비전으로

◦ 세 가지 축

 - (경제안보정책) 경제안보의 메인스트림화=> 경제안보정책
 - (전략적 산업정책) 선별적 디커플링, 지역별 무역블록화=>GVC 재편에 따른 리포지셔닝 산업

정책
 - (글로벌 거버넌스 룰 메이커) 21세기 신 무역규범을 만드는 룰 메이커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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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산업·통상 정책

∎ (1) 경제안보 강화 

◦ 경제안보 국가대응체제 개편

 -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 및 기관간 조정과 협력 강화(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 기술전략, 국제정치, 안전보장, 국제경제법, 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는 

Geo-Technology 전략 연구회 등 신설
 -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와 기업의 협력 강화

◦ 산업 인텔리전스 유닛 설치로 산업정보역량강화

 - 주요국 산업전략 모니터링과 분석
 - 기술 소싱, 공급망 안정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한국 산업의 세계 전략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 외교 안보 전략과 연계
 - 국책연구기관의 해외 지역 연구기능, 주요국 한국 대사관의 기능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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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산업·통상 정책

∎ (2) GVC 구조 재편에 대한 대응

◦ GVC 구조재편에 대응하는 한국 산업의 리포지셔닝 

 - 미·중 갈등 국면을 한국 산업의 기회로 이용
 - 첨단 전략 기술 및 산업에서 미국이 재편을 주도하는 GVC에 참여 전략
 - 대중국 공급망 및 시장 의존에서 오는 위험 관리, 중국 주도 GVC에 새롭게 접근
 - GVC 확장의 프런티어인 신남방 국가에 대한 다자, 양자 협력 강화

◦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글로벌 산업아틀라스

 -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기
반, 민간-공공 협력 채널 구축

 - 무역 데이터, 기업간 거래 데이터 등 쉽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한 글로벌 산업 아
틀라스 분석으로 국별 취약품목과 취약품목의 국내 파급경로 식별

 - 공급망 취약성이 높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공급망 구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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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취약성 분석, 이를 위해 산-학-연-정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급망 모니터링 허브 구
축

◦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금융위기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유사하게 가시사슬의 회복탄력성을 평가하는 스트
레스 테스트 실시

 - 기업의 회복탄력성, 공급망의 해외 노출 정도, 수요의 해외 노출 정도 등 다양한 차원에 
걸쳐 취약성 평가

 - 정부가 테스트의 포맷을 제시하고, 기업 스스로 테스트를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
도록 유도

◦ 신남방 국가와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망 다변화

 - 국내 생산 및 비용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조달로 바뀐 전통산업의 경우 신남방 지역 등 
제3의 지역으로 조달선을 다변화

 - 원자재 채굴=>1차 가공=>부품 제조를 현지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신남방 국가와 현지투자
형의 신남방-한국간 윈윈형 협력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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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산업·통상 정책

▪ (3) 산업정책의 전략성 회복과 연관 정책과의 재정렬

∎ 전략국가 또는 기업가형 국가의 부활
◦ 전략국가,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기업가형 국가(Mazzucato)의 부활로 국가의 가이

드 역할, 조정자 역할 강화 
- 국가의 장기 계획화 기능의 강화(indicative planning)와 관련 국가 역량 강화 

∎ 연관 정책과의 재정렬
◦ 산업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을 결합한 경제·산업안보 정책 강화 
◦ 산업정책과 거시정책의 재정렬: 생산적 정부지출(PGS)의 확대 
◦ 노동, 고용 정책과 재정렬: 산업구조 전환을 동반하는 업스킬·리스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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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산업·통상 정책

▪ (4) 산업정책의 목표와 대상의 재설정

∎ 21세기에 선도 산업문명국 도약의 기초를 놓는 산업정책
◦ 디지털, 그린, 바이오 혁명의 수렴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산업문명을 선도하여 세계에 모범

이 되는 소프트파워 강국 목표
∎ 제조업에서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생산시스템으로 산업정책의 대상 재설정
◦ 제조와 서비스가 모두 성격이 변화하여 새로운 ‘생산 시스템’으로 수렴 중. 
-  서비스도 점차 제조와 비슷한 생산이 되고, 교역재로 변화, 기계화, 표준화, 자동화가 가

능해짐. 서비스가 GVC 확장의 새로운 프런티어로 부상. 
-  제조기업도 부가가치와 매출의 점점 더 큰 부분을 서비스 판매에 의존. 전통적 제조업은 

범용화의 함정에 빠져, 마진율이 하락. 
- 산업정책의 대상을 국가대표기업 육성에서 생산시스템 강화로 재설정
*  생산시스템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는 개념설계 활동, 최종재 생산기업은 물론 공

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서비스 기업, 교육 및 훈련기관, 기술 연구기관, 정부 지원기관
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나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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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공투자 확대와 국가의 산업정책 역량 재구축

∎ 탄소중립 이행은 투자 집약적 과정이기 때문에, 대투자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
의 계획화 역량 강화가 필요

◦ 미래역량 대투자(기술투자, 사람투자, 조직투자-기업 등)에 초점
◦ 국가 및 공공부문의 정보 역량, 지식 역량 강화 

∎ 공공투자의 확대에 상응하는 공공부문의 산업정책 역량 재구축
◦ 대규모 공공투자는 산업생태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역량을 

요구하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공부문의 역량이 취약 
- 대규모 공공투자를 관리하고 실행할 공공부문의 역량의 재구축
- 산업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제도와 인력 역량을 구축
- 금융, 법, 기업 전략 등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결합하는 새로운 제도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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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 그러나 혁신의 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 산업정책의 대상을 최종재 생산기업, 납품 중소기업, 서비스기업, 교육 및 훈련기관, 연구

기관을 포함하는 생산시스템/산업생태계로 확대
◦ 개별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별 전략위원회로 협치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생태계 

공동의 도전을 발굴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대응

∎ 혁신 역량의 기업 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확산 기관 도입 
◦ 첨단 제조 생산 기술과 비즈니스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묶음으

로 제공하는 혁신 확산 기관(‘엑셀러레이션 플랫폼’)
◦ 제조 기술 분야 국책 연구원, 테크노파크, 중기 생산성 제고 지원 사업, 지역 대학, 직업

훈련기관의 네트워크와 미션 재설정으로 접근

∎ 비수도권에 혁신 자원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혁신 거점을 구축하는 공간계획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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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권 산업육성 또는 초광역 메가시티 등 공간계획과 비수도권의 글로벌 혁신 거점 건
설을 연계(다수의 ‘산업수도권’ 건설)

∎ 업스킬 혁명으로 포용적 혁신 역량 강화
◦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에 놓는 업스킬, 리스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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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기에 걸친 산업 대전환을 지원하는 산업혁신 금융

∎ 대전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하는 민간부문 투자 확대가 관건이기 
때문에 금융의 개혁이 산업정책의 한 축

◦ 실물경제의 발전에 복무하는 금융, 특히 탄소중립에 복무하는 금융 시스템 구축
-  ESG 기준 투자를 확산하고 금융시스템이 이행리스크를 고려하도록 유도 
-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 투자, 장기투자 확대
- 공공투자은행의 혁신투자, 대전환 투자 금융 역할을 확대 
* 스티글리츠는 Green Investment Bank 제안, 영국은 그린 인프라 은행 설립, 독일 KfW, 

프랑스의 Bpi 도 유사한 역할 수행
- 중앙은행, 즉 통화정책의 대전환 투자 금융 역할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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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새로운 산업정책에 상응하는 산업정책 거버넌스 

∎ 국가 수준의 계획기능 강화와 산업 부문 및 지역 수준의 분권화된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중층적 거버넌스 

◦ 생산적 활동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생태 이행과 경제·사회발전을 통합 추진
- 생태이행, 경제사회발전은 물론, 노동, 연구, 고등교육 정책 통합
- 부처별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고 정책 간 조정과 협력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수퍼 부처의 신설 또는 관련 정책의 조정 메커니즘 도입
* 프랑스의 경제계획청(Haut-Commissariat general au Plan) 사례, E. Warren은 

Ministry of Development 신설 제안
- 정부 기관 간 조정과 동시에 기업, 은행 등 금융기관, 대학, 연구소, 업종단체, 노동, NGO 

등 민간부문에도 열려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포용성, 평가, 실패 용인을 원칙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포용성)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 (평가)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를 시작 단계부터 계획에 포함
- (실패용인) 실패를 용인과 정책의 주기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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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부문 및 지역 수준의 분권화된 조정 역할을 강화
- 부문별 기업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

적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
- 산업별 혁신 전략위원회, 산업별 탄소중립 위원회 등 부문별 거버넌스 구축과 강화
- 지역별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 자원과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혁신 전

략위원회 등 혁신 거점별 거번넌스 체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