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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의 보호주의와 정치
(1) 트럼프 정부와 보호주의
❍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미 보호주의를 득표 전략
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 특정 지역 혹은 계층의 몰표가 있는 경우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
는 과거의 경험이 트럼프 식 보호주의 선거 캠페인의 동인이었
는데, 이는 과거 여러 정치인이 반복적으로 활용한 선거 전략이
었지만, 미국 특정 지역을 정 조준했고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특이한 측면이 있는바, 아무튼 선거 승리를 위한 대단히 효과적
인 정치 슬로건이 있음
❍ 중부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이 핵심 대상; 백인 거주지면
서 쇠락한 미국 제조업 밀집 지대라는 특징
-

이 지역의 쇠퇴가 외국상품 공세 때문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지역 유권자의 분노를 자극, 몰표 유도

-

특히 중국이 공략의 대상:

미국이 중국을

“

에 가입시킨 것

WTO

은 재앙이었는데, 그 결과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일자리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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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행됐다,”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적재산권 절도국,’ ‘각종
무역 보조금으로 무역질서를 흔드는 국가다,” “보복으로 중국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

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식의 자극

45%

적인 용어가 활용됨
-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역시 미국 제조업 쇠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정 혹은 폐기의 대상이 됐고, 대표적으로 북미자유
무역헙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한미자유무역
협정 등이 도마 위에 오름

❍ 결국 러스트 지역에서 몰표를 가능하게 한 트럼프의 보호주의
선거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따라서 보호주의는 그것의 경제 및
정치 논리가 어떠하든 선거공약 이행의 대상이 됐음

(2) 미국의 보호주의 전통
❍ 미국이 전통적으로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
은 국내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음
-

미국을 세계 자유무역질서의 창설자이자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국가로 알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제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고, 그것도 국제기구라는 다자 틀에 기
대 자유무역을 선도했다는 특징이 있음

-

세기 영국의 경우는 자유무역이 스스로에게 이익이라는 논리에

19

기초 최초로 수입상품에 제로 관세를 적용할 정도였는데, 다음의
설명이 보여주듯 미국의 대외무역에 대한 시각은 영국의 그것과
대단히 달랐음
-

세기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관세율을 유지했고, 전간 기
세계경제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는 1920년대의 꾸준한 관
19

세율 인상, 특히
Tariff Act)

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1930

제정 등을 통해 강한 보호주의 성향을 보였음

§

당시 세계 최대의 준비금 보유 덕분에 여유가 있었던 미국이 오히려 수입
관세를 올림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수출 부진과 외환(준비금)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 미국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 내용

§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공화당이 의회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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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직을 석권하면서 정당 정치의 부산물로 보호주의가 강화됐다는 해석이
유력; 당시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상은 절대적이어서 다른 국가의 보복
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무임승차했다는 설명도 가능
§

-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통적 보호주의 성향과 보호주의가 자신의 이해라는
정치적 흐름이 만나는 경우 가장 부유하고 여유 있는 미국 자신이 언제고
보호주의로 기울 수 있다는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절대 강자가 된 미국은 전후 국제기구를 통
한 자유무역 확산을 주도했지만, 자신의 핵심 권한을 국제무역기
구에 이양하는 것은 거부한 전력이 있음

-

§

1948년 미국을 포함 다수 회원국이 서명하며 탄생한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에 대한 미국의회 비준 거부는 대표적인
사례

§

ITO 헌장 제5장의 불공정무역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포괄
금지 조항이 특히 문제였음

§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이 그토록 중시하던 ‘반덤핑관세’의 미국식 적용,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는 점이 의회를 자극

§

ITO 설립 시 미 행정부의 자의적 행동과 과도한 양보가 미국 헌법에 명시
된(1조 8항) 대외무역 관련 의회의 우월적 지위를 침해했다는 의회의 판
단도 비준 거부의 주요 이유

이상의 논의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강한 보호주의 전통을 보여줌

(3) 보호주의의 경제 및 정치 논리
❍ 국제무역 관련 경제이론은 무역이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무역이론의 백미로 간주되는 비교우위원리(comparative
advantage principle)

-

가 대표적

그 밖의 다양한 무역이론이 개발되면서 위의 고전 논리가 설명하
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고 있지만 비교우위원리의 타당성에는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음

-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에 기초 무역적자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무역 관련 경제이론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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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는 국내 저축과 투자가 괴리되는 현상의 결과인데, 투자가 저축
보다 많으면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반대 경우는 흑자가 시현된다는 설명

§

이 말은 특정 무역 흑자국에 대해 적자국이 관세 등 보호주의 정책을 활
용 상대의 흑자를 없애더라도 다른 국가에게 흑자가 이전될 뿐 적자국가
의 무역적자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

무역적자가 국내경제에 위해하다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는 수입경
쟁(import

competition)

현상에 기초, 즉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한 특정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하던 국내업자가
경쟁에 밀리며 피해를 본다는 논리
§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 적극 활용한 미국 제조업 쇠퇴 원인에 대한 공세
전략은 대표적인데, 미 대선에서 드러났듯 경쟁에 밀려 쇠락한 업자가 정
치동맹 가능성을 보이고 정치인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보호주의는 거의
예외 없이 정치화됨

§

그렇더라도 무역을 통해 얻는 전체 이득이 수입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손
실을 상회하므로 보호주의 대신 추가 이득을 취한 집단에 세금을 부과,
그 자금으로 손해를 본 업자를 보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경제적
해석

II. 미중 경제마찰: 트럼프 정부 출범 전후 미국의 정책
(1) 트럼프 정부와 보호주의의 가시화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거 기간 중 트럼프가 지목한 미국 보
호주의의 핵심 대상 국가는 단연 중국
❍ 중국이 미국 보호주의의 주역이 된 데는 다음의 이유가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제일 교역국이지만, 과거 오랫동안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

중국의 대미 흑자는
으로 증가,

년

2013

년 이미

억 달러를 넘은 후 지속적

2005

억,

3,200

2,000

년

2014

억, 그리고

3,450

년에는

2015

억 달러를 기록 상승세를 보임

3,670

-

년 기준

2015

본의

위 흑자국인 독일의

2

억 달러 대미 흑자,

750

위 일

3

억 달러 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의 흑자가 압도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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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을 알 수 있는바,

년 미국 상품수지 적자의 절반 정도가

2015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에서 기인한 점에 비추어 중국이 미국 보호
주의의 핵심 대상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님
❍ 미중 경제불균형의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대통령
선거 시 이미 트럼프 선거공약을 통해 드러났는데, 같은 맥락에
서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대중 공세 가시화
-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인
은 중국에 대한 WTO 시장지위(market
고 결정하며 중국에 대한 첫 압력 행사

-

년 중국의

2001

WTO

년

2016

status)

월

11

일 미국

25

부여를 거부한다

가입 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

특한 경제체제 때문에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했는데, 이 말은
중국상품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즉 정부의 간섭 혹은 그 밖의 요인에 의해 가격이 왜곡될 수 있
다는 의미인바, 중국 수출품이 그 동안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주
대상이 됐던 핵심 이유
-

월

11

일에는 일본 역시 중국의

23

WTO

시장경제 지위를 허용하

지 않기로 결정하며 대중 경제압력에 동참

(2) 안보와 보호주의의 연계
❍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 일본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워싱
턴에서 개최, 안보와 무역정책 연계를 가시화하기 시작
-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TPP

탈퇴를 분명히 한 반면, 일

본의 대미 무역흑자 그리고 엔화의 환율 문제는 덮어두는 행보를
보임
-

반면 곧 이어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대중
보호주의 정책을 연계

-

핵심은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이 북한 핵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는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압력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시진핑에게 전달되며 중국에
운신의 시간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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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17년 7월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중국의 대
북제제, 특히 원유 등 전략 물품 공급 제한 조치가 가시화될 기
미가 없자 최근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
§

8월 초 UN의 추가 대북제제 결의안 채택에 미온적이던 중국에 대해 불공
정 무역관행 관련 포괄적 무역보복을 명시한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을
거론하자 중국이 UN 제재안에 찬성하는 상황이 전개

❍ 여기서 ‘어디까지 안보 문제와 무역정책이 연계돼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한데, 다음의 설명은 안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
더라도 보호주의 정책은 나름의 동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
-

트럼프
National

대통령은
Trade

우선

대통령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

를 신설, 자신의 선거 공약인 ‘바이(buy)
아메리카,’ 즉 일 자리 보호와 창출, 그리

Council)

아메리카, 하이어(hire)

고 미국상품 구매 방안에 대한 총괄 권한을 부여했고, 나아가
인프라(사회간접자본)부터 국방,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이르기까
지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 이행을 책임진다”는 것이 선거 직후 구
“

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설명
-

가 안보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회의(NSC)와 비슷한

NTC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고용, 미국 산업 피해 및 상
품 판매 촉진 등과 관련이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그리고 노동부 등을 총괄한다는 점이 그렇게 보는 이유
-

중요한 것은 초대
인 나바로(Peter

NTC

위원장에 미국 내 반중 경제학자의 표상

Navarro)

교수를 임명했다는 사실

§

나바로 NTC 위원장은『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
의 저자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무한의 경제적 야욕을 신랄하게 비
판한 학자

§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나바로 저서에 감명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나바로 역시 “중국 상품에 45%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정확
한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중국의 세계시장 공략은 물
불을 안 가리는 수준이라고 비판한 후, 따라서 중국의 비교우위가 불공정
무역관행에 기초하고 있는 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입
장을 견지,1) 아울러 대만카드의 활용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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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백악관 수석전략가
(White House Chief Strategist) 배넌(Stephen K. Bannon)의 다음

-

과 같은 주장 역시 동아시아 전략구도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상,
그리고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음
‘북한 핵은 부차적인 문제(sideshow)일 뿐이고,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
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은 지금 중국과 경
제전쟁 중’이라는 사실(We’re at economic war with China)을 분명히 함
으로써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힘2)

§

이상의 논의는 미국의 대중 경제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

암시

III. 예상 가능한 대중 압력 수단과 중국의 대응
(1) 지적재산권 위반 조사와 보복
❍ 미국이 대중 경제압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
지만 가장 최근에 현실화된 것은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조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말로만 존재하던 미국의 대중 경제압력
은 2017년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무역대표부(USTR)에 중

-

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당한 기술이전 강요 행위에 대한 조
사를 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처음 가시화
년 발간된 미국 지적재산권 도용 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Theft on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보고서는 미국
이 도둑맞은 지적 재산권 가치가 연간 무려 6,000억 달러라고 주
장했고, 특히 미국기업과 관련 중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

-

2017

3)

이 말은 민간부분의 무분별한 복제 행위는 물론 그것을 방치하고 조장하
는 중국정부 정책 역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따라서 금번 조치는
정부와 민간 모두를 겨냥한 셈

§

1)

Peter

Navarro,

Times,
for
2)

July

21,

“Trump's
2016;

New Trade Post".

Robert

Kuttner,

45%

tariff

Binyamin

on

Chinese

Appelbaum,

goods

“Trump

is

Taps

perfectly
Peter

calculated,”

Navarro,

Vocal

The Los
Critic

of

Angeles
China,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1, 2016.

“Steve

Bannon,

Unrepentant,”

The

America

Perspective,

August

16,

2017

The

USA

(http://prospect.org/article/steve-bannon-unrepentant).
3)

Peter

Navarro,

“China

must

stop

forcing

U.S.

firms

Today, August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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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hare

intellectual

property,”

-

년 한해 세계 전체 짝퉁시장 규모가 약 5,000억 달러였고, 이
중 무려 84%가 중국과 홍콩 몫이라는 OECD 주장과 맞물리면서
2016

지적재산권 위반 이슈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님이 드러남

-

§

미국 통상정책 주무 부서인 상무부의 로스(Wilbur Ross) 장관 역시 미국
이 도용당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84%가 중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미
국의 천재들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 중
국을 비난

§

흥미로운 점은 위의 상황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 중
국의 도용 때문에 한국 역시 연간 약 8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한국 무
역업계의 주장에 비추어, 이 문제에 관한한 선진국 전체의 대중 연합 전
선 가능성을 읽을 수 있음

§

미국 또한 위의 상황을 고려 선진국 연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우
선 제기한 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도 ‘위의 조치가 큰 움직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대중 경제압력이 지속될 것임을 강력 암시;
은 향후 1년 간 조사를 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중국과 교
섭한 후 타협이 결렬되면 보복하게 됨
USTR

일반적으로 1974년 통상법 301조가 위 절차의 근거로 거론되지만, 미국
통상법은 182조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스페셜 301
조); 따라서 이 조항에 근거 조사와 교섭이 진행된 후 만약 교섭이 결렬
되면, 다음 수순은 불공정 무역관행 보복을 규정한 301조로 자동 이행된
후 보복이 현실화됨

§

-

앞서 소개한 ITO 헌장에 대한 미의회 비준 거부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지적재산권 관련 권한이 ITO에 너무 많이 이양됐다
는

점이었고,

1974

무역법에 불공정 무역관행의 일부로 간주 할

수 있는데도 지적재산권 조항이 별도로 규정된 것은 보면 이 문
제에 대한 미국의 집착을 알 수 있음

(2) 통상법 301조
❍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중 압박 조치로 위에서 언급
한
-

1974

년 통상법

301

조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불공정 무역행위(unfair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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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or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법적 원한을

명시한 규범
-

의 분쟁해결 능력의 한계와 미국의 늘어나는 무역적자가

GATT

당시 입법의 배경
-

이 무역법의 핵심 내용은 다른 국가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미국
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 보
복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항의 제목 자체가

Title

조를 포괄하여

(301-309

-

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조

301

3:

‘Relief

from Unfair

Trade

임

Practices’

조로 칭함)

301

여기서 불공정 무역행위는 그 범위가 대단히 넓어 무역 관련 모
든 사업 행위와 정부 정책을 포괄

-

용어의 정의 또한 애매한 점이 있어 확대 해석하는 경우 사소한
무역관행도 불공정 범주에 포함됨

-

일정의 법률적 제한은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상 미국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는 셈

-

년과

1979

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대통령 권한을 강화, 더

1984

욱 효과적인 보복이 가능해지도록 법안이 수정됐음
-

년 종합무역법(Omnibus

1988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강화한바, 핵심 내용은

1988)

USTR

과거 1974 무역법에서는 민간의 요구(private petition) 와 USTR 스스로의
판단(self-initiation)에 의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했지만, 1988
년 종합법안은 USTR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 이른바 수퍼 301조로 불림 [구체적으로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302조: ‘Identification of Trade
Liberalization Priorities’]4)

§

4)

Elizabeth

K.

multilateral
Business

의무의 구체화

King,

trade

Law,

“The

system

Vol.

12

Omnibus
under
No.

the

Trade

Bill

GATT,”

2(1991)

of

1988:

University

of

‘Super

301’

Pennsylvania

and

its

Journal

effects
of

(http://scholarship.law.upenn.edu/jil/vol12

2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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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nternational
/iss2/3),

pp.

-

§

이 의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USTR은 매년 3월 말 의회에 미국이 관심
을 가져할 국가와 관련 무역행위에 대한 보고서, 즉 ‘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Report: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를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에 기초 4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s)을 지정 및 기술한 다음, 90일 이내에
조사와 협상을 개시(12-18개월); 협상 결렬 시 보복 판정이 내려지고, 판
정 후 30일 이내에 보복(수퍼 301조)

§

NTE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처음 규정한 것은 통상법 1974(181조)였음;
1984년 무역관세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303조)을 거치며 개정
됐고, 1988 종합무역법을 통해 다시 개정(1304조); 1988 종합무역법에서
는 과거에는 없던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의무 지정 내용이 신설(위
의 설명 참조)

§

종합무역법에 기초 1989년 일본, 브라질, 그리고 인도가 처음 우선협상대
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조항은 3년의 유효기간 때문에 1991년 종료
됐고, 1994년 다시 부활 한 차례 연장을 거쳐 1997년까지 발효된 후 만
료, 1999년 클린튼 대통령 때 다시 부활 2001년 종료

조사 대상이 부당한 행위(unjustifiable), 불합리한 혹은 차별적인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보복은

의무적 조치와 재량적 조치로 구별되지만, 이 구분은 큰 의미가
없고 사실상 행정부의 모든 자의적 보복 조치가 가능
§

관세양허 정지 혹은 철회, 보복관세부과(관세인상), 수입제한(물량제한),
관련국의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음

(3) 환율조작국 지정과 반덤핑 관세
❍ 다음으로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미국의 보복 방안으로 ‘환율 조
작국(currency
-

manipulator)’

위의 종합무역법안(3004와

지정이 있음
조)에 기초 미 재무부 역시 국별

3005

무역장벽보고서와 비슷하게 4월과

월 일 년에 두 차례 주요 교

10

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에
기초 환율조작국이 지정되므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종합무역법안
과 재무부의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는 셈
-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의회는 중국의 환율조작을 비판해 왔고, 중
국 위안화가 지금보다는

40-50%

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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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상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

작년의 경우 미 재부무 의회 보고서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 바
로 아래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음; 후일 트럼프 정부가 중
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미 의회 주장은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것임

-

1988

종합무역법에는 환율조작 보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

었으나,

년 무역촉진 및 강화법(Trade

2015

Facilitation

and

Trade

은 다음과 같이 보복을 구체화(701조)

Enforcement Act)

§

미국 대통령은 다음의 보복 조치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취해야 함: ‘조
작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투자와 관련 미국 정부기관인 해외민간투자공
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금융 및 위험보험
지원 거부,’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조작국의 접근 금지,’ ‘IMF의 환율 조
작에 대한 추가 밀착 감시 추구,’ ‘새로운 무역협정 교섭 시 조작국의 통
화 행태(currency practices) 문제 고려’

❍ 그 밖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역제재 수단인 반덤핑 및 상계관
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대해 무려
-

522%

2017

년

5

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에

의 반덤핑관세(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이 문제는 앞서 소개한 중국의

WTO

시장국 지위 인정 여부와

밀접히 연계돼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시장국 지위 인정
을 거부하고 있음
-

년 중국의

2001

WTO

가입 시 체결한 의정서에는 ‘중국이 시장경

제 조건을 충족시킴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 시 시
장경제 국가의 제3국 가격을 정상(시장)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는바,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가인 중국 상품은 정부
의 가격 통제와 간섭 때문에 반덤핑 관세의 주 대상이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국은 자신의 이해가 존재하는 한 언제고
보호주의 정책을 ‘불공정 무역관행의 근절’이라는 명분하에 활용
했음을 알 수 있는바, 불공정 무역관행의 적용과 미국의 무역적
자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함에 비추어 경제이론과는 달리 미국
의 무역적자가 자주 정치화된 사실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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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대응 수단
❍ 중국의 대응 수단으로는 다음이 거론되고 있음
-

중국 언론이 보도한 대미 보복 수단은 대미 관광객 제한, 미국
보잉사의 주요 고객인 중국 항공사의 항공기 구매 취소, 중국에
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에 대해 독점 조항을 적용 막대한 과징금
부과, 미국산 자동차 혹은 아이폰과 같은 소비재 판매 제한,
달러를 상회하는 중국 보유 미국 국채의 매각 등

-

조

1

쌍무 수준의 경제 영향력 창출은, 수출의 경우 일단 특정 국가의
수출의존도에 의해 결정되는바, 전문 용어로는 불균형 상호의존
라고 부름

(uneven interdependence)

-

§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수출의존도[(수출총액/GDP) x 100]는 9% 내외
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중국은 28% 정도로 수출주도형 경제
개발국답게 대단히 높음

§

중국의 의존도가 미국의 세배 정도인데, 이는 수출에 위해가 가해지는 경
우 미국보다는 중국이 받는 충격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의미

§

2016년 중국의 대미 수출 총액은 4,600억 달러였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
은 1,150억 달러에 불과, 수출 제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외형상 손실
가능성 역시 미국에 비해 중국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음

위에서 거론한 중국의 보복 수단 외에 다른 방안도 있겠지만, 현
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에 결정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
단은 사실상 없음; 직접적인 보복 수단보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들이 주장하는 미국 자해론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음
§

경제학에서 발전된 무역이론은 관세인상, 비관세장벽 등 어떤 보호주의
조치든 결국 이를 시행하는 국가 자신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즉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미국 내 상품 가격 인상을 초래 미국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는 지적

§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계산이 없는 실정; 가격이 오른 중
국 수입상품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는 피해를 입는지는 중국 수입상품
(소비재)의 대체성(substitutability)을 살펴봐야 하는바, 정확한 통계는 존
재하지 않지만 중국경제가 성장하며 많은 저가 상품생산이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이전된 사실에 비추어 대체성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추정(중국수
입품을 다른 국가의 상품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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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가치 부품, 즉 미국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생산이 되더라도 미국산과 비교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위인 수입품의 경
우 수입 제한은 미국경제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중국이 그
정도 수준의 고부가가치 제품(부품)을 생산 수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국채를 중국이 환매하는 경우 미 재
부무 자금 운영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특히 국내에서는 강한
편

§

2016년 6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국채 총 규모는 1조 2,400억 달러
로 외국 총 보유고 약 6조 3,000억 달러의 20% 정도(이는 2000년 일본
이 기록한 31%보다 낮은 수치)

§

같은 시기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소유(public holdings) 총
13조 6,000억 달러였으므로 중국의 부담은 약 9%(외국보유
총 보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 정도인데, 이는 2000년
히려 낮은 수치) (참고로 중국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의 약
미재무부 채권에 투자돼 있음)

§

우선 9% 정도 물량의 매매로 미국 국채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는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짐(참고로 7년 전인 2010년 중국의 비중 7%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음)

§

2009년의 사례는 중요한 점을 시사: 2009년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는
9,400억 달러였는데 몇 개월 만에 무려 1,000억 달러를 투매한 적이 있
지만, 같은 기간 일본의 미국채 보유고는 7,200억 달러에서 8,200억 달
러, 그리고 영국의 지분 역시 970억 달러에서 무려 3,750억 달러로 급상
승하며 중국의 매도를 상쇄하고도 남는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있음

§

이것은 일시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영국이 3,000억 달러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인바, 그 액수가 세월이 지난 현재는 더욱 클 것이
므로 투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임5)

§

중국이 미국 국채 투매를 통해 미국경제를 위협할 경우 미국은 시장교란
행위로 간주, 중국보유 채권의 판매 금지, 극단의 경우는 달러화 발행을
통한 채권 구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음

국채 규모가
규모가 민간
51%보다 오
절반 정도가

IV. 결 어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은 물론 그 후에도
미국은 자국의 이해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늘 활용했고, 특히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음
5)

김기수,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파주: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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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p.

685-686.

❍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보호주의도 과거와 확연히 구분되
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고, 대규모 무역적자가
다시 가시화되자 전가의 보도처럼 무역적자를 정치화하며 특정
경쟁국의 대미 흑자를 경감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지난날
과 큰 차이가 없음
❍ 전략적 계산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 즉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고 그 목표가 단순 무역적자 감축을 넘는다는 사실은 이번 움
직임의 중요한 특징
-

앞서 소개한 배넌의 언급은 대중 보호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
여줌: “우리는 중국과 경제전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
가 25-30년 안에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과거처럼 가만히
있다가는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큰
전략의 전부인 셈이다. 향후 5년 길게 봐서 10년 안에 결판이 나
지 않으면 그 후 우리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6)

-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부인할 수 없는데, 배넌이 얼마 전 백악관
에서 퇴임함으로써 위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
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 위와 같고 적어도 중대한 전
략적 이해와 관련 역사적으로 미국은 의외로 단호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대중 보호주의 기조가 약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임

❍ 과거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경제가 변곡점을 지나 쇠퇴한 것에
비추어 현 보호주의가 과거 플라자 합의 시 일본 경제력을 꺾은
사례의 복사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즉 당시 미국의 계산이 일
본 경제력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특히 중국
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증
거는 없음
-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과 독일은 비슷한 수준의 자국 화폐 평가
절상을 단행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타격이 심했던 반면 독일은
충격을 잘 극복했는데, 이는 독일경제가 내적으로 강했다는, 즉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

6)

Robert Kuttner,

“Steve

Bannon,

Unrepe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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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1990년대 초 미국경제가 살아난 것은 플라자 합의의 환율
조정 때문이 아니라 IT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비약적인 발
전을 통한 미국 생산성 향상의 결과라는 분석은 경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줌

-

이상의 논의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 저성장 기조의 정착, 정부의
시장관리 실패,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기업 구조조정의 부진,

조

1

달러를 넘는 단기 외채, 무리한 경기 부양의 후유증인 심각한 부
동산 버블 등 때문에 올해부터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중국경제 위
기론에 비추어 미국이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경우 중국경제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추론이 플라자 합의에 비춰 논리적으로
는 가능
❍ 미중 경제마찰 심화에 대해 한국에서는 다음의 오해가 존재
-

라는 용어가 뿌리내리면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력에서 대등하
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는데,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대중 압력에
G2

대응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해 비슷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
가 국내에 상존
-

하지만 이 보고서는 위의 생각이 오류임을 지적

-

중국이 미국에 일정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은 어느 정도 존재하
지만 그 위력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

❍ 본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미
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경제적으로 교류하는 국가나
개인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는바, 이 역시 중
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고 있음
-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관련 간접 경제제제와 미중 경제관계 관련
직접 경제 압력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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