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갈등 일지>

일시

美

3.1

3.22

美USTR,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
세 부과하는 232조 발표
트럼프 대통령, 중국 지적재산권 침
해와 관련된 특정 품목을 규제(25%
관세부과)하는 301조 조치 메모렌덤
에 서명

5.29
6.14
6.15

2018

6.30

301조 조치 관련 중국에 대한 대미
투자 제한 및 대중 수출 제재 발표

7.6

1,102개 품목 중 340억 달러 규모의 818
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8.1

8.1

8.23

9.18

9.24

美USTR, 공청회 개최
美·中 공동성명서 발표(관세 부과 철회 계획)
백악관, 301조 조치 향후 일정 발표
(관세 부과 계획)*
* 5.19 철회 계획 번복
301조 조치 관세 대상 최종 품목(1,102개)
발표
美의 301조 조치에 대응하여 500억 달러
규모의 659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25%) 부과 계획을 발표
트럼프 대통령, 中의 보복 관세 부과에
따른 추가적인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10%) 조사 지시

7.10

8.20~27

미국산 제품 106개에 대해 25% 관
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

6.18

12.1
12.14

1.30-31

고위급(장관급) 협상(미국 워싱턴)

고위급(장관급) 협상(베이징)

2.19-24

고위급(장관급) 협상(워싱턴)

2.27
3.1
3.2
3.12

3.13

8.2

美 보복관세에 대해 대응 준비 완료 발표

3.28~29

美의 2,000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에 대
응하여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에 대한 25%, 20%, 10%, 5% 차별화 관
세 부과 계획 발표

4.3~4

8.3

8.7

중국産 1,102개 품목 중 160억 달러 규

트럼프 대통령, 협상 결과 연계하여 관세
인상 시점 연기 시사

2.14-15

2.25

2019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1,102개 품목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333개(114→
중 279(289→279)개 품목에 25% 관세 부
333)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5,745품목에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5,207개 품목
대한 10%(2018.9.24부터) 및 25%(2019.1.1 에 대한 5~10%(2018.9.24부터) 관세 부과
부터) 관세 부과 계획 발표
계획 발표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시사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5,745품목에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5,207개 품목
대한 10% 관세 부과
에 대한 5-10%(2018.9.24부터) 관세 부과
양국 정상회담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5,745품목에 대한 10% 관세의 25% 인
상을 연기하고 3.1일 시한으로 무역협상 돌입
USTR, 관세인상(10%→25%) 시점 3.2
일 연기 공식 발표
실무급(차관급) 협상(중국 베이징)

2.12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중 340억
달러 규모의 美품목에 25% 관세 부과

美USTR, 301조 조사 공청회 6일간 진행

1.7-9

2.24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
한 10%의 관세 부과 및 해당 품목 리스
트 발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
한 25%의 인상 관세(10%→25%) 부과
고려
대중 수출 제재에 따른 8개 중국기업 및
36개의 관련 자회사를 포함한 블랙리스
트 발표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産 333개(114→
333)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발표

8.8

美USTR, 301조 조치 해당 품목(1,333개)
발표

4.4
5.15~16
5.19

中

中은 농축산물 등 128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3.1 232조 조치에 대응)를
부과

4.2
4.3

모의 279(289→279)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발표

4.29~30
5.5

협상시한 연기 비공식 1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참고)
백악관 오찬 중 협상시한 연기 비공식 2
차 언급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 청문회
기존 양국 협상 시한 → 연장(3.2)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5,745품목에
대한 10%→25% 관세 인상을 연기 발표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 상원 청문회에
서 ‘대중관세철폐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를 것임’
트러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3.27)시 ‘주요 의제들에 관해 직접 논의
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
장관급 협상 (중국 베이징)
장관급 협상 (미국 워싱턴DC)
장관급 협상 (중국 베이징)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태도변화로 인해

중국 협상단 워싱턴 체류 연장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25% 인상 및 3,250달러 규모의 중
국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25% 관세부과
계획 발표 (트위터)

5.6

5.8
5.9~10
5.10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 ‘예정대로 5/10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부과중인 추가관세 수준을 25% 로
인상할 것’
므누신 재무장관, ‘5/10까지 협의과정에
서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관세부과를
유예할 용의도 있음’
USTR, 美관보를 통해 추가관세 인상 부과
계획 공식화
장관급 협상 (미국 워싱턴 DC)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수준을 10%→25%로 인상

중국 외교부, 미국과의 무역협상 지속 계
획 언급

중국 상무부, 미국이 추가관세 부과시 맞
대응 조치(countermeasure) 예정임을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