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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초기부터 보호무역주의 깃발을 높이 세운

요구하는 전경련의 편지도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

위조약을 맺은 혈맹관계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

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 guard)를 발동하고

장은 미국이 안보를 위해 통상문제에서 양보할 수

한국산 철강 제품에는 25% 덤핑 판정을 내렸다.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 안보와 통상간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입장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자는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지난 12월 미국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미국성인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주문하였다.

남녀 1000명에게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

이러한 문대통령의 발언은 비록 미국이 우리의 안

하고 있음을 먼저 상기시키고 한국이 미국과의

보동맹국이지만 안보와 통상을 연계시키지 않고

FTA 재개정협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강하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게 압박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맹임을 감안해 좀

입장으로 해석된다.

봐주어야 하는지를 물었다(press hard or go

한편 이런 우리 정부의 안보·통상 분리 입장에

easy). 응답자 중 31%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임을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한반도 안보

감안해서 “좀 봐주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25%

가 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우

는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한

리가 통상 문제에 있어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고, 그리고 나머지 44%는 “잘 모르겠다”고 대

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외

답하였다.

교·안보 이슈에 의해 통상 환경이 좌우될 수 있
기 때문에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서 봐서는 안된
다”며 “통상 갈등이 빠른 시일 내 풀려야만 한미

봐줄 것

강하게 압박

모르겠음

동맹 관계도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

안보우선

20%

32%

48%

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

복지우선

39%

19%

42%

2018/02/21/2018022102974.html).

기타

29%

27%

44%

한미통상갈등과 관련하여 자주 접하는 또 다른
주장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또한 이들에게 예산 우선 순위에 대한 질문을

통상문제에 있어서 한국에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던져 안보우선파, 복지우선파, 그리고 기타로 나누

는 주장이다. 한국산 철강에 25% 덤핑관세를 부과

었다. 그리고 이들 그룹의 한미FTA에 관련 통상

하는 철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시킬 것을

압박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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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가 보여주듯이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일

따라서 미국의 안보우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

수록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찬성하

의 세계의 수호자들이라기보다는 안보나 통상 등

였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기

국제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안위와 복지를 최우선

위해서 이들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시하는 미국우선주의자들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투표를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이들은 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2016년 선거에서 미국우선

부분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였다.

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했던 것이
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결과들은 안보와 통상은

트럼프에게
투표

클린턴에게
투표

기타

안보우선

73%

20%

7%

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안보를 중시하는 미국인들

복지우선

19%

76%

5%

이 결코 통상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별개라는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님

않다는 것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
그리고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
람들은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더 지지하였다.

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기존의 동맹 논리에 기
댄 대미협상전략을 계속해서 쓴다면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다.

봐줄 것

강하게 압박

모르겠음

트럼프 투표자

22%

40%

38%

클린턴 투표자

40%

1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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