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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와 미국의 국제경제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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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규
칙제정자로서 국제적 리더십과 그 물질적
토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경학 책략
(geoeconomic statecraft)을 구사하고 있음
을 조명한다. 세계금융위기는 전후 미국 주도
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지속가능성에 심
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은 패권 유지
라는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 금융･통
화, 투자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지경학 전
략을 펼치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은 다자주의
에서 소다자주의, 그리고 양자주의 및 일방주
의로 이동하면서 무역제재와 WTO개혁을 추
구한다. 둘째, 금융·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지만 환율조작에 대한 감시와 제재
를 강화함으로써 경쟁국을 압박하고 있다. 셋
째, 투자정책의 경우, 기존 자유주의 기조에 보
호주의 색채가 조금씩 가미되고 있는데, 외국
인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또
중국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접근을 제한하려는
목소리가 의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
한 미국의 국제경제책략은 전후 국제경제질서
의 자유주의 이념에 일정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 같은 지구화의 병폐를 치
유하는 데 필요한 국내적·국제적 대응책을 필
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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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지경학(geoeconomics) 시각에서 미국의 국제경제책략(international economic
statecraft)을 분석한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전후 미국의 패권 하에 형성·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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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6 국가전략 2020년 제26권 1호

어온 국제경제질서의 제도적 지속가능성과 그 이념적 토대인 자유주의의 신뢰성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직면한 이중적 도전은 보통국가로서 자국경제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패권
국으로서 국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까지 자국경제의 이
익보다는 국제경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인자한 패권국’에서 1980년대 중반 양자를
모두 추구하는 ‘인색한 패권국’으로 입장을 재조정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를 거치고, 특히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제경제의 안정보다 자국
경제의 이익을 앞세우는 ‘인색한 강대국’으로 후퇴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 색채는 옅어지고 중상주의 색채는 짙어져왔다.
전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도하면서 자신의 패권에 스스로 제약을 가했
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협력은 1980년대 대 일본 무역적자가 중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미국
패권에 대한 일본의 도전은 사라졌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자유주의 지구질서에 관한 사회적 컨센서스마저 포퓰리즘과 민족
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는 지구주의(globalism)에 반대되는 경제적 민족주의 아젠다를 제기함으로써 자유주
의 질서의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Higgott 2019). 세계금융위기
는 패권의 소재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역전되는 분수령이었다. 갤럽의 2000년과
2008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패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응답자는 6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감소한 반면, 중국에게 경제패권이 있다는 응답자는 10퍼센트에서 40퍼
센트로 급증했다.1)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국제질서의 규칙결정자(rule maker)내지 표준설정자
(standard setter)로서의 리더십(패권)을 유지하는 데에 고심해왔다. 후술하는 국제
경제책략을 통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물질적 능력이 더 이상 침하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코헤인(Keohane 1984, 32)은 원료, 자본, 시장,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 등 네 부문에서 압도적 능력을 갖춘 국가로 패권을 정의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하는 ‘위대한 미국’은 국내 경제의 활력뿐 아니라 국제 패권의
물질적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다.
1) https://news.gallup.com/poll/231380/americans-rate-china-leading-economic-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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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 외교정책 일반 또는 국제경제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들은 매우 다채
롭다.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는 ‘실용적 국제주의’(Pragmatic Internationalism),
‘신국제주의’(New Internationalism) 등으로 지칭된다(Ikenberry 2014).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은 ‘민족주의적 신자유주의’(Nationalist Neoliberalism), ‘신중상
주의’(Neo-Mercantilism), ‘탈예외주의’ 등으로 명명된다(Cozzolino 2018; Santini
2018; Hufner 2018; 차태서 2019). 오바마-트럼프 행정부를 나누는 구분선은 대체
로 형식면에서 다자주의 대 양자주의·일방주의, 그리고 내용면에서 자유주의 대 중상
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지경학 시각에서 미국 국제경제정책에 관한 수많은 ‘주의
(ism)’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경학은 ‘경제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이
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유리한 지정학적 결과를 얻어내려는 행위’를 말한다
(Baldwin 1985; Blackwill and Harris 2016). 그동안 미국 외교정책의 맥락에서
지경학이 자주 등장한 것은 경제제재 연구에서였다(Bremmer 2010). 그러나 2008
년 세계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로존 위기,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그 지정학적 파장
등을 타고 지경학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Beeson 2018; Lind 2019).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안보전략 문서들에 따르면, 미국의 일차적 관심은 국제
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지경학적 책략이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인 2015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
의 리더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글로벌 경제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유지된
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덜 개방적인 경제모델의 도전에 맞서 경제력과 무역정책 및
투자정책을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에게 이로운 지구화를 형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의 NSS(2017)는 ‘외교와 국가책략’이 별도의 장으로 있을
만큼 지경학적 색채가 더욱 짙어졌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현상변경국가
(revisionist powers)이다.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경제제재, 돈세탁 및 부패 방지,
무역규칙 집행조치 등의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적들을 억제하고 강제하며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책략은 국제적 리더십, 곧 패권의 유지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도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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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치경제에서 미국의 압도적 위상은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한 나라의 정책에
머물 수 없게 한다. 곧 미국의 경제책략은 국제경제질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경제질서의 향배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Ⅱ장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패권의 쇠퇴 논쟁과 지경학에 관련된 이론적·개념적 논의를 소개한다. Ⅲ장은 미국의
국제경제책략을 무역, 금융·통화, 투자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Ⅳ장은 이상의
한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아래

논의를 종합하고 국제경제질서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논한다.

Ⅱ. 이론적 논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제경제책략을 분석하는 것은 금융위기와 패권쇠퇴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전후 국제질서의 원칙과 제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맡았다. 특히 탈냉전기에는 유일 패권으로서
거의 모든 국제이슈에서 중심축이었다. 각종 평화프로세스, 핵비확산, 국제무역, 국제
금융, 인권,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를 다뤄가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였다. 미국
은 전후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 maker)내지 표준설정자(standard setter)로서
리더십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서브프라임 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패권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미국 패권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그
위기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침체를 초래했으며,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시장에
대한 맹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한다.2)
시장과 국가의 균형이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
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미국 패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tiglitz 2010).
한 마디로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의 자유시장, 민주주의, 패권적 우위를 동시에 약화시
켰다.

2) 이에 반해 미국 패권은 쇠퇴하지 않았다는 주장(Kagan 2012; Brooks and Wohlforth 2016a;
Beckley 2018)이나,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대안 부재로 인하여 미국의 국제적 리더
십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Joffe 2009; Brzezinski 2012)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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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 패권의 토대가 여전히 공고한지, 또 그 반대편에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Toje ed., 2018).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세계금융위기 이래 미국의 대외정책이 기존 예외주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제적 리더십과 그 물질적 기반이 쇠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트럼프 현상은 미국 패권 쇠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 셈이다(Layne
2018). 지경학 책략은 바로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적 흐름에서 유행처럼 되돌아왔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써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지경학자들이 정부가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국가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비대칭 상호의존의 권력적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코헤인과 나이
(Keohane and Nye 2001)에 의하면, 비대칭 상호의존은 행위자들 간 영향력의 원천
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덜 의존적인 행위자는 어떤 이슈에 대한 협상에서
상호의존 관계를 권력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호의존은 행위자들 간에 상호작
용의 결과를 주고받는 관계로, 자본·상품·사람·정보 등의 초국경 거래에 의하여 대부
분 만들어진다.
비대칭 상호의존은 민감성(sensitivity) 상호의존과 취약성(vulnerability) 상호의
존으로 구분된다. 민감성은 기존 정책 틀 안에서 이뤄지는 반응성의 정도, 즉 어느
한 나라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다른 나라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또 그 반응
의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다. 민감성은 초국경 거래의 양뿐 아니라 거래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크기로써 측정된다. 민감성 상호의존에서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가정은 그 국가가 단기간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 어렵거나 국내적·
국제적 규칙의 구속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성 상호의존은 기존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어떤 대안의 상대적
가용성 및 비용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외부 충격에 반응하여 보다 신속하게
또 더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국가가 된다.
상호의존성의 비용 측면에서 보면, 민감성은 기존 정책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의 단기
적응비용을, 취약성은 기존 정책의 변경이 발생한 후까지의 적응비용을 뜻한다. 결국
상호의존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민감성과 취약성이 작을수록 더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처럼 미국의 지경학 수단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상대국이 미국발
충격에 대해 더 큰 민감성과 취약성을 보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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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 지경학은 지정학과는 구별된다. 지경학은 지정학적 목표를 증진하는
수단으로 경제에 초점을 둔다. 실제로는 지경학과 지정학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향
이 없지 않았다. 지정학이나 지경학 모두 널리 합의된 단일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경학은 군사적·지정학적 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는 행위인 지정학과는 거리가 있다(Baldwin 1985). 지정학은 일종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영토, 인구, 경제력, 천연자원, 군사적 능력 등 주로 지리적
변수에 주목하여 국제정치 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려고 한다. 보다 일반적
으로 정의하면, 지정학은 정치와 영토 간의 관계, 즉 일정한 영토에 대하여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기술과 실행을 강조한다(Kaplan 2014).
지경학은 지리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떻게 권력을 신장시
키고 행사하는지 설명한다. 지경학은 상품, 기술,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지정학은 영토와 그 주민에 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둔다. 또 지경학
은 경제적 책략을 사용하지만, 지정학은 군사력과 그 사용 위협에 의존한다. 따라서
경제적 목표를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지경학보다는 지정학의 한 단면이다.
지경학은 지정학의 논리와 경제적 수단을 결합한 것인데, 해당 국가의 경제적 행위와
선택지가 보다 큰 틀의 국가권력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때로
지경학적 접근법이 경제학의 가정들과 마찰을 빚게 되는 이유이다.3)
또한 지경학이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고 해서 그 목적 자체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가 일부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오직 지정학적
목적만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가들은 동시에 지정학적·경제적 이해와 기타 여러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경학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종종 그렇게 한다. 지경학은
다른 형태의 국가책략(statecraft)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지경학은 경제적
목표와 지정학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사용하는 경제책략을 포함한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가 그 예다. 하지만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군사적 목표에서 경제적
목표로 이동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지경학적 사고가 아니다. 이를테면 냉전의 약화
로 인하여 세계정치의 초점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옮겨졌다거나, 국가들의 지정학
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지경학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Lew and
Nephew(2018), Kim(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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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표의 본질이 군사 이슈와 안보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이동할 것이라는 언급
등이 그 예다(Luttwak 1990).
뿐만 아니라, 지경학은 중상주의나 자유주의 경제이념과도 구별된다(Baldwin
1985). 가장 큰 개념적 혼동은 중상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별하고, 지경학을
중상주의의 한 변형, 따라서 경제적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서
발생한다. 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지만, 중상주의
는 경제생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경제와
정치를 별개의 영역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Adam
Smith), 노먼 에인젤(Norman Angell) 등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방임
은 지경학의 한 형식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유방임이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더 나은
수단이라고 여겼다. 자유주의자들과 중상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전술을 강조했을 뿐,
이들 모두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경제정책을 어떻게 고안할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중상주의와 자유주의의 실질적 구분은 지경학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
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경학을 가장 잘 추진할 것이냐에 있다. 지경학의
핵심은 경제정책이 국가의 외교정책 목표를 위하여 입안되고 이행되는 것이다. 따라
서 중상주의는 지경학의 여러 형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국가지도자들이
경제적 자유주의 처방을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자유주의도 지경
학 수단에 속한다. 비록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자유주의 공약에서 점차
후퇴하고, 이전보다 훨씬 강한 중상주의 태도를 견지하더라도, 이는 국제 리더십과
패권의 유지라는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지경학적 일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Ⅲ. 미국의 국제경제책략
사실 미국은 오랜 지경학 전통을 갖고 있다. 일찍이 링컨(Lincoln) 행정부는 미국
증권시장에 투자된 수십억 달러어치의 손실 가능성을 무기로 영국이 남부연합
(Confederacy)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경제의 안보화가 대두되었다(Buzan et.al. 1998).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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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했다(Higgott 2004). 다만, 당시
안보화 담론은 경제책략이라는 개념을 응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계금융위기 이후
의 지경학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지경학에서 강조되는 경제적 수단은 흔히 경제책략과 동일시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책
략(statecraft)은 정부가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인데, 여기에는 정보력(말과 선전),
외교력(협상과 거래), 무력(무기와 폭력), 경제력(재화와 화폐)이 포함된다(Lasswell
1958). 특히 경제책략은 금전 등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으로, 무역정책, 금융·통화정책, 투자정책, 경제제재, 원조, 에너지정책
등이다(Blackwill and Harris 2016). 아래에서는 무역정책, 금융·통화정책, 투자정책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제경제책략을 살펴본다.

1. 무역정책
무역정책은 가장 전통적인 경제책략 중 하나인데, 미국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전의 다자주의에서 소다자주의(plurilateralism), 양자주의, 그리고 일방주의로 책
략을 변경해왔다. 우선, 미국발 금융위기 와중에 집권한 오바마 대통령은 호혜적 무역
자유화보다는 국가수출구상(NE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범대서양무역투
자동반자협정(TTIP) 등 소다자적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일련의 무역법규 집행조치
(trade enforcement) 등을 통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연두교서에서 ‘수출’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함으로써
수출정책이 금융위기 탈출의 주요 수단임을 강조했다. NEI는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범정부 차원의 수출진흥전략이라고 규정한 정책이다. NEI는 범정
부차원의 수출진흥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주관할 주체로 수출촉진각료회의(EPC)를
신설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
는 수출지원체제도 구축했다.
둘째, TTP와 TTIP로 대표되는 소다자 FTA 정책은 각각 태평양과 대서양으로의
회귀(pivot)라는 전략적 의미를 내포했다(Cafruny 2018; Kupchan and Dassu
2013). TPP는 2002년 10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국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상에서 출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14일 일본 산토리(Su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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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연설에서 TPP 협상 참여의사를 재확인하고, TPP를 포괄적인 높은 수준의 21세
기형 무역협정으로 추진하여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오바마 정부가 TPP를 지경학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로섬 이익
계산, 힘의 투사 등의 지경학·지정학 논리에 바탕을 둔 언론기고에 잘 나타났다. 그는
2016년 5월 “세계가 변하고 있다. 규칙도 세계와 함께 변하고 있다. 중국이 아니라

… TPP를 통과시킵시다”라고 주장했다(Obama

미국이 그러한 규칙을 써야 한다.

2016b). 요컨대, TPP는 미국이 21세기 무역규칙을 계속 써내려가도록 해주는 발판
으로 여겨졌다. TPP는 환경·노동·법률·상품·정치 등에 관한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을
도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TTIP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규칙을 주도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Garrett 2019). 형식적인 자유무역 규칙뿐 아니라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심기 위한
규범적 청사진이었다. 거기에는 노동, 환경, 안전, 정부 투명성, 개방적 분쟁중재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TTIP가 실제로 성공할지 확신하지 못했고, 규범적
기초가 TTP와는 다를 것이라는 점도 알았다. 그럼에도 TTIP 협상과정에 참여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 레짐을 결합함으로써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다 견고한 지경학적 공간을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의 표현을 빌면(Obama 2016a), TTP·TTIP는 미국과 그 대서양 및 태평양 동맹국들
이 21세기 질서를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함께’ 써내려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셋째, 무역법규의 집행도 중요한 경제책략이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WTO체제
안에서 무역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추구했다. 임기 동안 총 25건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고, 이중 16건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기간에 미국은
WTO에 가장 많은 제소를 제기한 국가였다(White House 2017). 또한 상무부는 370
건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하여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을 위해 공평
한 경기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G20, 지구철강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등 다자 경제협력체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패권의 유지를 꾀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 아래 내용상 보호무역과
중상주의, 형식상 일방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트럼프 역시 이전 대통령들처럼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게임의 규칙을 결정하고자 했다(Winter 2018). 특히 2017년
‘미국우선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의하면, 새로운 통상정책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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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미국의 무역법규를 집행하며, 미국의 힘을 사용하여 해외 시장
을 개방하고,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2018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도전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려 한다고 명시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역사적
으로 미국에게 보호주의는 그리 낯설지 않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역제재, 관세,
보조금, 수출자율규제, FTAs 등을 사용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책략을
보다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사하며, 기존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구속에
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지경학과 차이를 보인다(Hufner 2018).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기존 무역협정의 수정,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그리고 WTO체제의 개혁으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FTAs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파괴한 주범이라고 공격하면서, TPP 참여를 철회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수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1일 당선자 신분으로 TPP는 느슨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의 아웃소싱이 증가하여 중국에게 더 큰 이득을 주는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NAFTA는 2018년 11월 30일 USMCA협정으로 대체되어 2020년 발효를 목표로
비준절차가 진행 중이다. USMCA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선진적
이며, 특히 노동기준, 디지털제품 무관세, 환율조작, 비시장경제 조항 등은 향후 무역
협정 협상에서 표준모델(template)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Zumbrun 2019).
USMCA에 의하면,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려는 나라들은 임금을 끌어올리고, 독립적
노동조합을 허용하며, 이 조항의 준수를 감독할 노동감시기구도 설립해야 한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임금이 낮고 노동기준도 느슨한 멕시코 등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또 USMCA는 무역협정 가운데 처음으로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 조항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정부의 외환거래를 공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것은 환율조작 의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했다기보다 향후 중국,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협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아울
러 USMCA는 체약국이 중국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시장경제국과 무역협상을 벌
이고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중국이 국영기업에게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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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견제하고,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을
발판삼아 미국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USMCA는 또한
불공정 관행에 따른 협정 종료조항을 포함시켜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강조했다.
요컨대, USMCA는 미국이 무역표준 설정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
한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이례적인 방식으로
강화해왔다. 2018년부터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무역제재 조치들을 발동했다. 여기에는 미국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제재 조치는 그 실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다.
세탁기·태양광패널에 대한 관세는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통상적인 반덤핑 등에 비해
강력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빈번하게 실행되지 않는 방식이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WTO 규정준수 의무에 예외를 둔 무역확장법
(1962 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실행된 적이 없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1974
Trade Act) 301조도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던 조항이다. 트럼프 정부는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한 무역법규 집행조치들을 새로운 경제책략으로 되살리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는 전후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의 중심인 WTO의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WTO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특히 깊다. 상소기구는 2심이자 최종심으로 글로벌 무역의 최고재
판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2016년부터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WTO
개혁을 압박했는데, WTO가 중국의 산업정책과 국영기업 보조금, 그리고 강제적 기술
이전 문제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중국에게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15년째인 2016년 12월
11일 이후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
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트럼프 행정부는 국내법상 시장경제지위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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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경제력의 회복과 국제무역의 규칙결
정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자주의 대신에 소다자주의, 양자주의 및 일방
주의로 재조정되고 있다(Winter 2018).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최대 경쟁자는 중국이라는 인식하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차단하지 못한
기존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약점에 주목하여 보다 일방주의적이고 중상주의적인
책략에 의존하고 있다.

2. 금융·통화정책
지경학 책략으로서 금융·통화정책은 무역정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진다.
미국은 그간 패권의 상대적 쇠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준비통화(reserve currency),
자본시장, 보유자산 등 다방면에서 여전히 막강하다(Drezner 2014). 예를 들면,
2019년 2사분기 현재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0퍼센트를 상회하지만, 중국 위안화의 비중은 2퍼센트를 밑돌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 금융·통화정책은 그 지정학적 의미가 과소평가되었고, 국제경제책략의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미국 관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Backwill and Harris 2016). 그러나
국제통화체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부상, 유로화의 성장 등에 따른 미국 달러화의 역할
재조정 요구가 분출되고 대규모 무역적자가 만성화되면서 지경학 수단으로서 금융·통
화정책이 점차 중요해졌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금융·통화 책략으로서 국제준비통화와 환율감시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한 나라의 통화는 그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표상하며, 환율은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이다(Kindleberger 1970). 전후 미국은 달러화의 지구적 역할 덕분에 많은
전략적 혜택을 누렸다. 국제금융위기나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미국의 구매력을 지탱하
고 대응능력을 높여주었다. 미국은 자국통화로써 자금을 차입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
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견뎌낼 수 있었다. 또 외국의 은행·기업·정부에 대하여 달러
화의 차입을 제한하는 금융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Kirshner 1995; 2013).
그러나 미국 달러화의 독보적 위상은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더 거센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미 금융위기 이전부터 국제준비통화에서 다른 통화의 비중이 세배나 증가
했다(Zoellick 2012). 금융위기 이후에는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미국 달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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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이 세계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달러화의 국제적 역할을
대체하자는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정책이 국제통화체제에서
미국 달러화의 역할을 제한하기 위한 지정학적 목표를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Dyer et.al. 2011).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11월 30일 특별인출권
(SDR)의 통화바스켓에 중국 위안화의 편입을 허용했다. 이로써 위안화는 미국 달러
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국제통화 대열에 합류했다.
위안화의 SDR 편입 비중은 10.92%로 미 달러화(41.73%), 유로화(30.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구성되었다. 중국 위안화가 세계 3대 주요 통화로 부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위안화가 IMF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안화의 SDR
편입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기에서 기준은 중국 위안화의 ‘자유로운
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자본거래의 개방성과 금융자유화 정도가 포함된다. 위안화가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려면, 위안화를 사용하는 무역결제를 허용하고, 자본시장의 개
방을 확대하며, 환율의 자유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자본주의 색채가
강한 중국경제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처럼 위안화의 국제화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미국은 IMF 기준을 매개로 중국의 금융자유화를 압박하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본위 국제통화체제로
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일부에서 금본위제 부활은 미국 달러화의
금 태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브레턴우즈 고정환율체제의 붕괴를 촉발한 1971년
닉슨선언에 비교될 만큼 파격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Norrlof 2018). 트럼프 대통령
은 2015년 11월 23일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
다(Matthews 2016).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2017년
2월 금본위제였다면 미국의 부채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Oyedele 2017).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7월 금본위제를 강력하게 지지하
는 주디 쉘턴(Judy Shelton)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에 지명했다. 쉘턴 지명자에
따르면, “국제준비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은 국가전략적 중요성을 띤 사안이다. (중략)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며, 새로운 금본위 국제통화체제는 국제통화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할 기회”다(Shelton 2018; 2019). 이러한 인식은 금본위제가
미국의 통화패권을 향한 책략의 하나라는 전형적인 지경학 시각을 엿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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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제도를 활용하여 중국 등에게 보다 노골적인 금융·
통화책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 당국의 개입에 의해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했다(안성배 외 2019). 미국은 위안화 절상과 환율제
도 개혁을 압박하기 위하여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이라는 이중
장치를 가동했다. 먼저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에 입각하여 2019년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 명단에 오른 것은 1994년 이후 25년
만이다. 미국은 중국이 장기간 대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저평가된 통화가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2019년 8월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
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2015)
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
지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관찰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에만 해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중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편, 무역상대국의 저평가된 통화가치와 상계관세를 연계하는 정책도 등장했다.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23일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를 저평가시키는 국가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상계관세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때까지
는 환율로 인해 발생된 보조금, 즉 통화보조금(currency subsidy)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미국 업계로부터 통화 저평가가 상계
가능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조사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미 상무부는 증거 불충분, 법령
흠결 등을 이유로 조사 개시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상무부 개정안은 통화 저평가로
인해 발생한 보조금이 상계관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합무역법(1988),
교역촉진법(2015)에 더하여, 상계관세규정 개정안은 중국 등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금융·통화정책은 아직은 압도적인 금융자원 덕분에 무역정책에
비하여 정치적 현저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위안화의 IMF 통화바스켓
진입을 대 중국 금융자유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용인했고, 일부에서는 현행 국제통
화체제의 합리적 대안인 금본위제로 복귀하여 금융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의 환율조작 관행을 차단하기 위하
여 국내법 장치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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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정책
지경학 수단으로서 투자정책은 자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과,
타국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좌우한다(Blackwill and Harris
2016). 미국은 1991년 대출보증(loan guarantee)을 활용하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
인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강제한 바 있다. 1994년에는 멕시코 페소화위기를 해소
하는 과정에서 자금 대출을 통하여 중요한 지정학적 이득을 거두기도 했다(Rubin
and Weisberg 2004).
하지만 미국 정부는 무차별원칙과 투자자유화 같이 대체로 자유주의적인 수단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개방적 투자정책을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미국을 세계의 매력적
인 투자처로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1993년 클린턴 대통령,
1991년 부시 대통령, 1983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동일하게 강조되었고 의회로부
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4)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류는 세계금융위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조금씩 퇴색되어 왔다. 한 예로, 미국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안보를 근거로 대미
외국인투자를 심사·승인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9개국 직접투자 심사건수가 2013년 73건에서 2014년 10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발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는 2011년 10건에서 2012년 23건, 2017년 60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천명한 이후,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졌다. ‘중국제
조 2025’는 글로벌 첨단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혁신
정책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이 미국, EU 등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하는
것도 선진 첨단기술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중국제조 2025’가 발표된
2015년과 2016년 사이 대미 투자액은 15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3배가량 급증
했다. 미국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불공정한 행위로서 미국
4) “Remarks by Treasury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Investment Security Aimen Mir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D.C., April 1, 2016.

20 국가전략 2020년 제26권 1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불공정한 정책은
그대로 둔 채,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해외기술투자는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을 탈취
하려는 경제적 침략행위라는 것이다(신꽃비 외 2018).
이러한 우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8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
(FIRRMA)을 제정했다(설송이·이미연 2019). FIRRMA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 시 투자거래를 취소·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CFIUS의 권한을 강화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술적 우위 확보를
미국 국가안보의 침해로 보고 중국의 기술패권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안되었
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화시킨
것도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과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301조, 1962
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무역제재 조치에 더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
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반대한
바 있다. 이는 퀄컴의 주력사업인 통신반도체의 경쟁력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에
의해 추월당할 가능성을 우려한 CFIUS의 권고를 따른 것이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경학 책략이 주식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156개로 시가총액은 1조 2,000억
달러에 이른다. 나스닥의 경우, 상장 중국기업은 2017년 8개에서 2018년 19개로
증가했고, 2000년 이후 7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의 침투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첫째,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5)
미 의회 내 대중 강경파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공화당), 미트 롬니(Mitt
Romney, 공화당), 커스텐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등 양당 상원의
원들은 2019년 11월6일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저축계정’(TSP, Thrift Saving Plan)
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과 별도로 하원
에서도 마크 메도스(Mark Meadows, 공화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TSP는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인데, 당초 벤치
5) “Senators Seeking China Ban for Federal Pension Plan Dispute Critics.” Reuters, November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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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MSCI)의 투자비율 재조정에 따라 2020년
부터 중국(7.5%) 등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고,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인권을 억압
하는 중국 정부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미 의회 초당파 그룹인 크리스 밴 홀렌(Chris Van Hollen, 민주당) 상원의원
과 존 케네디(John Kennedy, 공화당) 상원의원은 2019년 3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
된 중국기업이 3년 이내에 상장기업회계감시위원회(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감독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상원의원과 마이크 코너웨이(Mike Conaway, 공화당) 하원의
원도 2019년 6월 중국기업이 재정과 회계감사 자료를 PCAOB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상원과 하원에 제출했다.
PCAOB는 기업공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2년 미 의회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
인이다. 이에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PCAOB는 2018년 상장 중국기업의 감사
자료와 중국 회계법인의 감사 관행에 관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나스닥(Nasdaq)은 2019년 8월 새로운 기업공개(IPO) 규칙을 제정하여 중국 중소
기업의 상장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6) 상장 주식의 평균 거래량 요건을 높이고, 전체
주주의 50% 이상이 각각 최소 2,500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나스닥은 2019년 6월
에 상장 희망 기업이 미국 자본시장과의 ‘강하고도 충분한 연결성’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장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미국 자본시장과의 연결성은 주주와
회사 운영 및 이사회 구성원 등에서의 미국과의 연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중국 기업의
기업공개 승인 절차를 늦추거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중국
자본의 미국 주식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미국 정부는 전후 자유주의적인 투자정책을 지지해왔으나, 세계금융위기
를 겪으면서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으며, 특히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심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했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책략도 강조되고 있는데, 미 의회와 증권거래소는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중국기업의 상장요건 및 공시의무를 엄격하게
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6) “Nasdaq Cracks Down on IPOs of Small Chinese Companies.” Reuters, September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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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상에서 세계금융위기 이후 무역정책, 금융·통화정책, 투자정책 등 미국의 국제경
제책략을 지경학 시각에서 분석했다. 세계금융위기는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물질적·
제도적·이념적 기초에 대공황 이래 최강의 충격을 가했고, 그 파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제경제질서는 물질적으로 미국의 압도적 능력에
의존하고, 제도적 틀로서 다자주의와 이념적 가치로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구축되었
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중 간 경제력의 재분포를 앞당겼고 세력전이 가능성
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자극했다. 패권국 미국은 경제력의 추가적인 전이를 막고
국제적 리더십의 현상유지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부상하는 중국의 현상변경 요구
와 타협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제경제책략이 국제적 리더십의 물질적 기반
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자주의 제도와 자유주의 이념에 대해 부분적 수정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무역정책은 다자주의로부터 소다자
주의, 양자주의, 일방주의 방식으로 재조정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는 WTO,
TTP 등 (소)다자주의를 발판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다자주의 무역정책이 중국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간과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쁜 책략이라고 여겼다. 이에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 같은 WTO체제의
개혁을 촉구하고, 소다자 무역협정을 양자협정으로 대체하며, 타국의 불공정 무역관
행에 대하여 일방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패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무역정책에 비하면 금융·통화정책은 정치적으로 덜 두드러진 영역이다. 국제준비
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 자본시장과 금융자산의 규모 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
인 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제도
와 통화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를 활용하여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보좌관들을 중심으로 금본위제로의 회귀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존 국제통화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투자정책은 자유주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점차 보호주의 요소가 첨가되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가안보 관련성에 관한 심사절차가 대폭 강화
되었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중국의 기술혁신정책을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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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했다. 미국 의회는 자본시장을 무대로 하는 경제책략
을 주문하기도 했다. 즉 중국기업의 주식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미국 주식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상장요건 및 공시의무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경학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국제경제책략은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띠고 있다.
미국은 안보와 번영을 바탕으로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책략을
취사선택해왔다. 전후의 다자주의·자유주의 경제질서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한
미국적 질서였듯이(Norrlof 2010),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양자주의·일방주의·보호주
의 정책들도 동일한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발견
은 미국 국제경제정책을 지칭하는 수많은 ‘주의’들이 그 명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패권 유지라는 지정학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
의 신국제주의나 트럼프 행정부의 탈예외주의, 중상주의 등은 지경학적 수단의 하나
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최근의 트럼프주의(Trumpism)는 기존 국제질서의 제도적 기초와 이념적
가치를 뿌리째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차태서 2019).
미국 우선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스스로 구축하고 전파해온 다자주의와 자유주의
에 대한 자기부정일 수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선도자라는 지위를 기회요인보다
는 제약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에도 아직 진정한 고립주의 정책은 등장하
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국제질서보다 대안적 국제질서가 미국의 이익에 더 불리할
수도 있다(Norrlof 2018).
중단기적으로 미국 정부는,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개방적 미국시장
과 자유주의 국제경제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국가들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주의는 일면 국제적 간여정책의 혜택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국내적 재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트럼프
주의처럼 다자주의와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포퓰리즘의 정치적 매력은 여전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첫째, 자유무역이 보호무역 기조로 대체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의 공정성에 관한 국제담론을 능동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 2017년 대통령 통상정책의제 는 ‘자유무역’ 또는 ‘자유시장’을 8번 언급한 반면,
‘공정’ 또는 ‘불공정’은 28번이나 언급했다.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의 전제이면서도
보호무역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친밀도가 높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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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포럼인 G20정상회의에서 ‘공정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배격’을 동시에 추진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공정무역의 개념을 확립
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양자주의가 국제경제질서의 지배적 형식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양자협정의
실질적인 다자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체로 경제학자들은 다자주의가 양자주의보
다 더 낫다고 주장한다(Bhagwati 2008). 여러 양자협정의 중복과 모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위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효과 때문이다. 실질적 다자화의 공통분
모로는 환율, 무역불균형 등 주요 통상 쟁점을 공정무역 관점에서 재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보호주의적 포퓰리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소득불평등을 양분으로 삼은 포퓰리즘의
성격을 띠고 있다. 프랑스 세계불평등연구소(WIL)의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에

∼

의하면, 1980 2016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서유럽 등에서 실질소득 상위 1%가 총
실질소득 증가분의 28%를 차지했다. 반면 실질소득 하위 50%가 실질소득 증가분에
서 차지한 비율은 9%에 그쳤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병폐로
인식되어 반자유무역·친보호무역 아젠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한다. 이제 지구화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지구화를 위한 뉴딜’(Scheve and Slaughter
2007)을 넘어서는 ‘지구화를 위한 뉴딜 2.0’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공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자유시장 및 기업의 재정의, 사회안전망과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의 확대를 용인하는 내재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의
부활에 대한 국내외적 합의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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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inancial Crisis
and U.S International Economic Statecraft:
A Geoeconomic Perspective
Chi-Wook Kim

This paper sheds light on how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nited
States has carried out various geoeconomic statecraft to maintain international
leadership as a rule-maker. The financial crisis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post-war 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under U.S
hegemony. In response, the U.S. tried to stop a further decline of its hegemonic
status by adopting geoeconomic means such as trade, financial and monetary, and
investment policies. Through a more bilateral/unilateral trade policy, the U.S drastically revised free trade agreements, aggressively enforced domestic trade rules,
and hard pushed for WTO reform. Financial and monetary policies pressured the
economic rivals by arguing possible changes in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tightening sanctions on currency manipulation. Third, a more protectionist investment policy strengthened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stricted
Chinese companies’ access to the American stock markets. These international
economic statecraft causes a significant rift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and
its liberal belief, suggesting th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medies are necessary to brighten the dark sid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Keywords: Gobal Financial Crisis, US Hegemony, Geoeconomics, Neo-Liberalism,

Glob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