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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제재를 위한 미국의 법적 조치

박영욱 (sewhi@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화웨이는 1987년에 설립된 중국의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통신장비 1위(‘19년)1), 스마트폰
2위(’20년 2분기)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업계의 선두주자이다. 전 세계 약 35개국에 납품되
는 화웨이 통신장비는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는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잇따른 제재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은
법령인 미연방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이하 EAR)3)을 개정하여 5G 통신장비
등 화웨이 주력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 배경 및 목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이용해 미국 정부 및 기업을 도청한다는 혐의
로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파이브 아이즈 등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 화웨
이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자국 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논리로 화웨이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행보가 중국에 5G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진짜 이유일 것이
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4)

1) The Telecom Equipment Market 2019, IDC
URL: https://www.delloro.com/the-telecom-equipment-market-2019/
2) Smartphone Market Share, Dell'Oro URL: https://www.idc.com/promo/smartphone-market-share/vendor
3)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URL : https://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
4) 겉으론 "안보 위협" 속사정은 5G 패권… 美, 화웨이 목조르기 14년,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2143.html
* 본 내용은 박영욱 책임연구원(E-Mail : sewhi@ki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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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및 방법
미국은 EAR을 개정하여 화웨이의 주력제품인 통신장비, 스마트폰 등의 핵심부품(반도체 등) 수급을 차
단하는 방식으로 화웨이 공급망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EAR을 개정하고 화웨이 본사와 계열사들을
EAR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핵심 부품(반도체 등)의 미국 및 제3국에서 화웨이로의 공급을 차단하였다
EAR은 미국의 안보나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일종의 기술보호 제도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시행하고
있다.
EAR의 대상 품목의 적용 범위5)는 ①미국 내 모든 품목, ②위치와 관계없이 미국이 원산지인 모든 품목,
③미국이 원산지인 품목이 일정비율(통상 25%) 이상 포함된 해외제품, ④EAR이 정한 미국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⑤EAR이 정한 미국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만
들어진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등이 포함된다. 즉, 미국과 관련된 모든 EAR 대상 품목의 수출, 재수
출, 간주수출(deep export)6)을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EAR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은 형사처벌 시 위반사례 1건당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시 위반 사례 1건당 30만 달러 혹은 해당 거래액의 두 배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과징금7)
이 부과될 수 있고 수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를 위해 EAR을 3차례 개정하였다.

① (2019.5.16) 화웨이와 해외 계열사들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
→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미국 기업의 화웨이 대상 수출 제한
② (2020.5.15)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 Rule, FDPR) 개정안
발표 및 시행
→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제3국의 화웨이 대상 수출 제한
③ (2020.8.17) 임시허가(Teporary General License, TGL) 연장 불가, EAR 추가 개정 및 9월 시행,
화웨이 계열사(38개) 엔티티 리스트 추가 등재
→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화웨이 대상 수출‧재수출·이전 완전 차단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위한 EAR 주요 개정사항>

5) EAR Part 734 - Scope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URL: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2382-part-734-scope-of-the-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1/file
6) 미국 기술정보를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전하는 행위
7) EAR Penalties URL: https://www.bis.doc.gov/index.php/enforcement/oee/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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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미국 기업의 화웨이 대상 수출 제한
2019년 5월 16일에 발표한 첫 번째는 EAR 개정사항은 화웨이 및 해외 계열사 68개를 엔티티 리스트
(Entity List)에 등재한 것이다.
엔티티 리스트는 EAR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
자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해외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명단으로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EAR 적용대상 품목의 수출, 재수출,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임시 일반 허가
(Temporary General License, 이하 TGL) 발급받아야 한다.
이 조치로 반도체 등 EAR 적용품목의 미국 기업에서 화웨이로의 수출과 제3국에서 미국 기술 및 소프
트웨어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외국제품의 화웨이로의 수출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사실상 거래
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해당 제재 이후에도 화웨이는 제3국에서 생산된 미국 기술의 투입 비율이 25% 미만인 반도체
등의 물품은 납품 받을 수 있었고, 미국이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 직후(2019.5.20.) 화웨이에게 90일간의
TGL를 발급하여 화웨이 장비의 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활동은 허용하였다.

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제3국의 화웨이 대상 수출 제한
두 번째 조치로 미국은 2020년 5월 15일 EAR의 일반금지General Prohibition)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 직접생산품 규칙(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 Rule, 이하 FDPR) 개정하였다.
FDPR은 국가안보의 사유로 미국이 규정한 특정 기술을 활용해 미국 밖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 규칙으로 미국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및 단체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정된 FDPR은 기존 조항에 추가로 화웨이 및 계열사 등 엔티티 리스트 등재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EAR에 규정된 미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화웨이가
설계 또는 제조한 물품, 화웨이 설계를 기반으로 해외 외주업체를 통해 미국 밖에서 생산된 물품의 화웨이
로의 수출, 재수출, 이전 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TMSC8) 등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를 위탁 생산하던 제3국 기업과의 거래가 차단되
었다.

8) 대만 소재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제품을 설계하지 않고 위탁생산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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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이 활용된 통제 물품의 화웨이 대상 수출‧재수출·이전 완전 차단
2020년 8월 17일 미국은 화웨이를 겨냥한 세 번째 조치로 ①화웨이 TGL 연장종료 및 폐지, ② FDPR
적용범위 확대, ③화웨이 해외 계열사(38개)의 엔티티 리스트 등재 등 추가 제재 사항을 발표하였다.
우선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90일씩 연장된 화웨이 대상 TGL의
연장종료 및 폐지로 인해 화웨이 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스마트폰의 업데이트 등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
고 FDPR 관련해서는 통제품목(EAR 744 부록4)의 문구 중 ‘화웨이 및 계열사가 설계에 참여하거나 생산
한 물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외국산 직접제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허가대상 거래범위(EAR
736.2(b))에서 ’화웨이가 구매자, 중계자, 최종사용자인 경우 수출통제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된 모든
거래‘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통제품목의 화웨이 관련 모든 거래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화웨이 해외 계열사 38개를 추가로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하여 총 152개 화웨이 관련 업체를 사실
상 수출 블랙리스트로 지정하였다.
8.17의 조치로 화웨이는 미디어텍9)이 설계하고 생산하는 모바일 AP의 우회 구매가 차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통신장비의 핵심부품인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을 차단하여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퇴출
을 위한 공급망 통제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제재 관련 주변국 동향
미국의 최우방인 영어권 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국가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기업의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을 금지하는 등 미국과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화웨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 중이
다.
일본10)은 지난해 사이버보안기본법을 개정하여 중국의 통신 장비를 정부용으로 조달하지 않기로 발표하
였고 최근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 법인이 중국기업이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독일11)은 작년 9월 중국 장비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올해 10월 화웨
이의 허용 및 금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12)이라고 전해진다.

9) 대만 소재의 펩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제품을 설계만하고 생산은 위탁하는 업체)
10) 일본도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금지 정책 강화…美에 공동보조, 한국경제
URL: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279530Y
11) 독일, 미국 경고에도 "화웨이 5G 통신장비 사용", VOA Korea
URL: https://www.voakorea.com/world/europe/5125292
12) [유럽은 지금] 독일도 중국 화웨이를 금지할까, 이투데이
URL: https://www.etoday.co.kr/news/view/19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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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13)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등 보안 위험이 높은 통신망의 경우만 제외하고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20년 6월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가급적 배제할 것을 자국 통신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조치로 화웨이와의
반도체 거래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의 이동통신장비 분야 경쟁자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5G 시장 1위 기업인 화웨이 퇴출에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 등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캐나다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Telus) 및 세계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미국 버라이즌(Verizon)의 4G,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14)로 선정되었다.

마치며
최근 화웨이는 미국 기술 없이 제품 생산하는 ‘난니완’15)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하는

‘글로벌 디지

털 안보 이니셔티브’16)를 발표하는 등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에 글로벌 기술의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한 미국의 신속한 조치에 화웨이가 어려움을 극복하
고 지금까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 "프랑스, 화웨이 5G 장비 2028년까지 사실상 퇴출 조치"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3085600009
14) 삼성 뉴스룸(삼성전자, 캐나다 이동통신 사업자 ‘텔러스’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 삼성전자, 미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버라이즌과 5G FWA 통신장비·단말 공급 계약)
15) 화웨이, '탈미국' 자급자족 프로젝트 시작, 매일경제
URL: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01730/
16) 중국,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발표, CIO Korea
URL: http://www.ciokorea.com/news/1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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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0 – 인공지능과 로봇의 만남: 더 많은 시간이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스타트업

CES 2020 행사에서 가장 핫(hot)했던 제품

텔레컨퍼런스 도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CES 2020 서비스화 되는 모빌리티
CES 2020 뷰티테크(Beauty Tech) 화두는 인공지능과 개인화
CES 2020에서 PC의 변화
CES 2020에서 살펴보는 슬립테크 동향
온라인 데이터에서 나타난 “CES 2020” 관심도와 그 내용들
CES 2020 스케치: 모든 것에 테크를 붙인 CES의 뒷담화
미국의 의료분야 데이터사이언스 및 인공지능 정책 동향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제도의 개선 검토

초·중·고 원격개학, 혼란과 기회 사이
코로나19 사태로 살펴보는 5G 서비스 전망
오프라인 못지않은 온라인 컨퍼런스, GTC 디지털을 가다
초연결로 취약해진 OT보안, 가시성으로 강화
미국 정부의 양자정보통신 및 보안 정책 추진동향
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실적 및 정책 방향
N번방이 남긴 숙제와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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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으로 질병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데이터와 헬스케어의 진화
EU의 5G 네트워크의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 방안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국내외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 검토
일본 IoT 보안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구글 빅브러더 등장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의 방향은 공동체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
빅 테크 기업의 1/4분기 실적이 주는 의미
코로나19를 이용한 사이버공격 및 대응 동향
개인정보처리 권한을 남용한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에 대한
조치의 검토
데이터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가명정보에 있어서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의 차이 및 가명처리
의 대상과 범위
팬데믹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2020’, 비대면 시대 개발을 담다
대구 전략산업 육성은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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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가 IT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이슈

코로나19 (COVID-19) 대처를 위한 AI 활용 정책 동향

감염병예방법의 정보공개 규정 살펴보기 – 공공의 건강 및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균형

재난적인 언택트 시대에 콘텐츠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원격근무, 회사를 떠나 일한다는 것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한 단상
비대면 협업툴의 미디어적 필수 요건에 대하여
코로나19가 앞당긴 원격 사회 이후 사이버 대피 공간을 위한
가상현실의 역할

인포데믹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신원인증 시장 주목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통신품위법) Section 230의
이해

RSAC 2020 – 보안 트렌드 살펴보기

중국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한 제도의 현황과 전망

연합학습으로 AI 빅브라더 문제 해소

차세대 암호기술 ‘양자내성암호’와 ‘동형암호’

미국과 영국의 드론 대응(Ant-drone) 정책 및 전략 추진동향

안드로이드 11까지 안드로이드를 지탱해 온 보안

중국“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 제도” 개요 및 관련 국가표준 제정 동향

[WWDC 2020] 자체 반도체 도입 선언한 애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컴퓨터

광주의 미래 –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미래인터넷 기술 성공의 핵심 포인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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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시대, 교육 PC 인프라를 돌아보다

실감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원격 교육은 가능할까?

교육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가능성

코로나19가 낳은 비대면 스포츠 경기의 모습과 그 가능성

원격교육 콘텐츠,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중국 정부는 TikTok을 미국 국민에 대한 감시도구로 사용하는가?

비대면 수업 한 학기를 돌아보며

양자 보안이란 무엇인가?

비대면으로 시작한 공교육, 미래 바라보는 스마트 교육으로 넘어가야

미국·EU·일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비교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위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의 검토

미국의 ‘원치않는 전화(unwanted calls)’ 및 ‘로보콜(Robocalls)’
에 대한 규제 최신 동향

재난영화와 소설에서 코로나19 해법을 찾아본다

iOS 14의 프라이버시 기능과 광고 플랫폼 업계의 반응

팬데믹 시대, 플랫폼 경제의 위기와 기회

유튜브, 넷플릭스가 바꾸어놓은 카메라 트렌드, ‘영상 중심의
변화’

Breyer 판결의 의미와 개인정보 식별성 판단 기준
각국 정부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AV) 준비 수준

2020 Vol.2

2020 Vol.2

발 행 일

2020년 9월

발 행 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

획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미래연구소

편

집

㈜ 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