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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1단계합의는 중국의 ‘판정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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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시각 1월15일 발표된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는 중국의 ‘판정패’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무역 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劉鶴) 부
총리는 이번 1단계 합의를 ‘중국에도 이익, 미국에
도 이익, 세계에도 이익” (有利于中国，有利于美
国，有利于全世界)이라고 했다1). 이번 합의가 양
측 모두에게 ‘윈윈’ (win-win)이었다는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이번 합의를 평가해야 할까?
우선 이번 합의안은 중국이 2년간 미국산 제품
을 2천억 달러(231조7천억원)상당 구매하고, 미
국은 당초 계획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를 보류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이 요지다. 나머지 많
은 부분이 중국이 향후 이행할 ‘미래의 약속’에 관
한 것이어서 지금 현재 합의안만을 가지고 ‘미중
어느 나라가 더 큰 타격을 입었는가’ 식의 손익계
산을 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 협상에서 ‘애
초에 추구했던 목표 (goal)를 얼마나 각각 달성했
느냐’ 하는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소위 ‘목

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이다. Edwin
A. Locke에 의해 시작된 이 이론의 요지는 성과
와 관련된 행동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조건으로 목
표를 든다. 즉,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의
식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직전에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가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이라고 했
다.2) 이것이 미국측의 목표였던 셈이다. 이번 합
의를 통해서 미국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했을까?
많은 경우 이는 향후 중국의 이행여부에 달려있다.
트럼프 옆에 선 류허(劉鶴)가 “중국은 미국 제품
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
라”(based on market conditions)3) 라고 여지
를 남긴 점에 주목해야 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원한다면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것"(The agreement will
work if China wants it to work)4)이라고 말한

1) "刘鹤与特朗普共同签署协议文本并致辞," 新华网. 2020.1.16.
http://www.xinhuanet.com/world/2020-01/16/c_1125467122.htm
2) "Remarks by President Trump at Signing of the U.S.-China Phase One Trade Agreement," White House.
15 January 20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signing-u-s-china-phase-o
ne-trade-agreement-2/
3) "China's 'market condition' caveat on U.S. ag purchases adds to trade deal doubts." Reuters. 16 January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china-agriculture/chinas-market-condition-caveat-on-us-ag-purchases-adds-to-phase-1-doubts-idUSKBN1ZE2QE
4) "Trump signs partial economic deal with China, calls trade pact a ‘momentous step." Washington Post.

것도 이번 합의가 왜 불안한지를 드러낸다.
반대로 중국측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시간 지연’ 작
전을 펴는 것이었다.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가 탄핵
을 당하거나, 재당선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최근
이란 사태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으로 번져서
트럼프가 중국이 아닌 중동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드
는 것이다. 모두 ‘시간 지연’으로 귀결된다.
실제로 지난 협상 궤적을 보면 ‘시간 지연’은 중
국이 취했던 전략이다. 국력 면에서 자기보다 강한
미국의 요구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양보하는 행보
를 보이면서 시간을 끌었고, 그러면서도 중국이 생
각하는 관건적 이익과 결부된 사항에 있어서는 강
력히 저항했다. 심지어 합의안 초안을 중국측 지도
부가 다시 검토한 후 파기하기도 했다.5) 핵심이익
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다.
중국이 정한 이러한 전략적 접근 관점에서 보자
면 중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원래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G20 정상
회의 기간 중 이루어졌어야 할 합의가 당시 ‘90일
휴전’을 거쳐 지연됐고, 그 후 다시 ‘5월 합의설’,6)
‘6월 합의설’ 등이 나오면서 작년에만 고위급 협상
이 다섯 번 이상 미루어졌다. 시간 지연으로 상대
방을 안달 나게 하는 것은 중국의 고전적 협상 수
법이다.
미국은 한 번의 큰 거래인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을 원했지만 중국은 협상을 잘게 나누고
기간을 길게 늘이는 ‘살라미 전술’ (salami
tactics)로 응했다. 이번 합의에서 알려진 내용 중
하나는 중국이 향후 2년간 320억 달러어치 미국
농산물 구매하기로 한 부분인데 이 역시 ‘미래의
약속’을 한 셈이다. 중간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거
나 정세가 바뀔 경우 이행을 늦추거나 아예 이행되
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할 시 중국이 약속

했던 많은 부분이 이행 과정에 있어서 준수되지 못
했고, 이는 지금도 미국에게 있어 매우 아쉬운 부
분이다. 이번 합의에서 이행 준수 부분이 얼마만큼
보완되었는지는 추후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
국측에서 보자면 목표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의 ‘대
량 구매’가 아니라 미·중 무역 관계에서 본질적인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s)’를 추구했어
야 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사주는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향후 미국의 기업과 농부가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었다.
중국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
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듯하다. 미국산
제품의 ‘대량 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보
였다. (이는 트럼프가 의기양양하게 국내정치에서
‘성과’로 선언할 수 있는 가시효과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중국의 약속이행을 강제하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은 역시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여기의 핵심은 중국 국영기업의 개
혁이다.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미·중 무
역전쟁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중국공산당의 운영
자금은 중난하이(中南海) 안의 금고에 들어있는 것
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국영기업들 안에 분산되어
있다. 즉, 국영기업들이 중국공산당의 자금 창고
인 셈이다. 국영기업의 개혁은 공산당의 자금 혈맥
을 끊으라는 셈이고 이는 중국공산당이 절대 들어
줄 수 없다. 미중은 이 부분을 일단 ‘2차 협상’으로
공을 넘겼다. 다들 제2차협상이 더 어려울 것이라
고 전망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목표설정이론’으로 평가할 때, 이번 1차합의의
승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중국이 목표로 설정한 것
을 상당부분 달성했다. 시간지연 작전을 펴면서 양
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부분 (대량 구매)에 있어
서는 생색내며 양보했고, 양보하지 않기로 한 부분
은 2차 협상이나 ‘미래 이행’ 사항으로 넘겼다. 이

16 January 2020.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trumps-new-china-deal-cements-emergence-of-m
anaged-trade/2020/01/15/7892c446-372b-11ea-bf30-ad313e4ec754_story.html
5) "China backtracked on nearly all aspects of US trade deal: Sources." CNBC. 8 May 2019.
https://www.cnbc.com/2019/05/08/china-backtracked-on-nearly-all-aspects-of-us-trade-deal-sources.h
tml
6) "Trump says U.S.-China trade deal may be reached in four weeks," Reuters, 4 April 2019.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ade-china/trump-says-u-s-china-trade-deal-may-be-reachedin-four-weeks-idUSKCN1RG1OX

번 1차합의도 엄밀히 보면, 중국이 1년 전에 해야
할 것을 늦추며 해준 셈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해로 넘어가자 미국측은 안달이 나고 중
극측은 뜸을 들였다는 후문도 들린다.
본질적으로 이번 합의는 문제의 ‘해결’ 보다는
또 하나의 ‘봉합’이다. 앞으로의 전망은 불확실하
기만 하다. 제2단계협상에서 다뤄야 할 부분에 있
어 서로간 근본적 입장차가 커서 과연 제2단계협
상이 시작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벌
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미중 무역전쟁 ‘휴전’으로 시장은 안도
하고 있고, 트럼프의 대선전까지 그는 이를 ‘승리’

로 몰아가면서 선거에 집중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제2차협상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중국이 원하는 바다. 중국은 미중
기술 ‘디커플’ (decouple)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
하다. 그런 면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금년은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은 이 ‘황금시간’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의 더
큰 불확실성 대응전략을 시나리오별로 조밀하게
짜야할 것이다. 지금은 미·중 1차 합의로 화해 무
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조만간 양국은 다시 대립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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