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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당선자의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 신정부는 공정무역의 확보를 통
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외국시장의 개방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의 창출을 통상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미
국이 추진하는 무역협정에는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시키고, 향후 USTR은
미국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무역협정만을 추진하며, 무역조치의 엄정한
집행을 약속하였다.
오바마 당선자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당선자의 불공정무역 판단에 대한 인식이 양국 간 무역수지의 불균형에
상당부분 영향받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관세장벽의 경우
국내제도 및 관행과도 관련되는 등 범위가 넓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셋째, 대미 수출기업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현지화전략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덧붙여, 현지진출 기업은 고용 창출 등의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미국기업’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
다. 넷째, 한·미 FTA의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의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은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들 공약 중 국제규범이나 현실에 비추어 부적합한 것들은
취임 이후 약화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009년 1월 출범하는 오바마 신정
부는 변화(Change)를 강조한 선거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의 많은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정책에서 공화당 정권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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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민주당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노동 및 환경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따라서 오바마 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공화당의 부
시 행정부와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일대 전환의 가능성이 크다.
현 단계에서 오바마 신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는 지난
선거기간 중 오바마 캠프의 통상분야
선거공약이 핵심이다. 선거공약집인
1)
에서의 통상
“Blueprint for Change”
분야 공약 및 선거기간 중의 발언을
보면 오바마 당선자는 다소 공세적인
통상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통상분야 공약을 점검하고, 새로운 통
상정책이 추진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1) 오바마 당선자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과 인식 : 공정무역의 확보
오바마 당선자의 통상정책 키워드
는 공정무역(fair trade)이며, 이를 위
한 공정무역협정(fair trade agreements)의 추진이다. 공정무역 자체는
WTO도 지향하는 것이지만2)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공약에서
는 불공정무역의 예로서 해외 국가들
의 수출기업에 대한 부당한 정부보조
금, 미국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위해 세계무
역기구(WTO)에“압력을 가할"(pressure) 것임을 언급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불공정무역 사례는
국제규범에서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
에서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으나, 오
바마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무역장벽
을 거론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 차
가 많이 안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한
국 차가 넘쳐난다”
고 반복해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선자의 불공정무역 판단에
대한 인식의 상당 부분이 상대 교역국
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에 기초하고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유의할 필요
가 있다. 환언하면, 당선자는 미국이
상품무역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
의 무역적자-가령 2007년 기준 상품무
역수지 8,194억 달러 등-를 기록한 것
이 미국은 가장 개방된 무역구조를 가
지고 있음에 비해, 다른 대미 수출국
과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무
역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일 수 있기 때문이다3)(<표 1> 참조).

1) Obama 2008, Blueprint for Change:Obama and Biden's Plan for America.
2) 참고로 GATT 및 WTO의 목표는“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freer and fairer trad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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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오바마 당선자가 특정 교역국
이나 특정 상품의 무역수지에 기초하
여 불공정무역 여부를 인식하는 경우
이는 향후 미국의 대외통상 협상에
서 심각한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우
려가 있다. 공정무역의 여부는 국제무
역규범에 근거해 판단할 사안이지 양
국 간 교역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
서는 안 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8년 1~8월 간 미국의 국
별 무역수지 적자 현황을 보면 1위가
중국(1,676억 달러), 2위 캐나다(547억
달러), 3위 일본(507억 달러), 4위 멕
시코(470억 달러), 5위 사우디아라비
아(327억 달러) 순이며, 우리나라는
15위, 8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표 1>

(2) 오바마 신정부 통상정책의 목표와
인식 : 외국시장의 개방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오마바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자신
의 통상정책 목표는 외국시장을 개방
함으로써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반복하여 강조하였
다. 이를 위하여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USTR)
로 하여금 미국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무역협정만을 협상하도록 할 것
이며, USTR이 미국의 이익 특히 미
국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USTR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시행 중인 북

미국의 무역수지 추이 및 현황
단위 : 십억 달러
무역수지
합계

상품무역수지

서비스무역수지

2000

-379.8

-454.7

74.9

2001

-365.1

-429.5

64.4

2002

-423.7

-485.0

61.2

2003

-496.9

-550.9

54.0

2004

-607.7

-669.6

61.8

2005

-711.6

-787.1

75.6

2006

-753.3

-838.3

85.0

2007

-700.3

-819.4

119.1

2008(1~8월)

-478.1

-572.4

94.3

자료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http://www.bea.gov/index.htm).

3) 역사적으로 미국은 지난 GATT시기 동안 특히 1980년대 자국의 통상법 301조 등에 기초하여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때 무역수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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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실업률과 실업자 수 추이 및 현황
단위 : 천 명, %
실업자

실업률

2000

5,692

4.0

2001

6,801

4.7

2002

8,378

5.8

2003

8,774

6.0

2004

8,149

5.5

2005

7,591

5.1

2006

7,001

4.6

2007

7,078

4.6

2008(1~9월)

8,336

5.4

자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http://stats.bls.gov).

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캐
나다 및 멕시코 지도자와의 NAFTA
개정 논의를 추진할 의도를 밝혔다.
참고로 2008년 9월 기준 미국의 실
업률은 6.1%이고 실업자 수는 947만
명에 달하는 등 실업 문제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경제 현안
중 하나이다(<표 2> 참조). 오바마 당
선자는 이러한 미국 실업이 외국으로
부터의 불공정 수입에 상당 부분 기인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3) 오바마 당선자의 향후 무역
협정과 정책 추진 방향
먼저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의 향후
무역협정(trade agreements)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향후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협정 안에는 강력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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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환경기준을 반드시 포함시킴으
로써 합당한 노동 및 환경기준(good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중미자유무역
협정(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AFTA)과 같이 노
동 및 환경기준과 같은 중요한 원칙
을 따르지 않는 무역협정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둘째, 향후 USTR은 미국 근로자에
게 도움이 되는 무역협정만을 협상하
도록 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다자
간 무역체제인 WTO협정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당선자의 상술
한 무역협정의 추진 방향은 사실상
미국의 향후 FTA정책 방향으로 이
해하여도 무방하다.
셋째, 오바마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무역조치집행(trade enforcemen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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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를 향후
USTR의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WTO 출범
이전에 미국은 자국 통상법 301조 등
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집행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반면, 잘 짜여진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출범 이후로는 종래 미국
의 공격적인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는 더 이상 작동할 여
지가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WTO
체제하에서 이러한 오바마 당선자의
무역조치집행강화 의지를 종래
GATT시기에 미국이 취하였던 일방
주의(unilateralism)로의 회귀로 보기
에는 무리가 있다. 이보다는 국제규범
에 반하는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표 3>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당선자는 중국을
환율조정국(a currency manipulator)
으로 선언하기 위해 상원에서 노력할
것이며, 중국이 대미 무역관계에서 더
이상 무임승차할 수 없도록 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중국을 대표
적인 불공정무역국으로 간주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무역관행도 문제일
수 있으나 미국의 확대일로를 걷는
심대한 대중 무역적자-2007년 기준
1,629억 달러-가 적지 않게 작용한 것
으로 이해된다(<표 3> 참조).
넷째, 오바마 당선자는 FTA 체결
등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미국
근로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 TAA)제도4)

중국과 미국 양국 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

미국의 대중 수출

무역수지(중국)

2000

52,142

22,365

29,777

2001

54,319

26,204

28,115

2002

69,959

27,228

42,731

2003

92,510

33,883

58,627

2004

124,973

44,653

80,320

2005

162,939

48,735

114,204

2006

203,516

59,222

144,294

2007

232,761

69,861

162,900

2008(1~8월)

189,157

62,374

126,783

자료 : KOTIS.

4) 이는 미국 정부의 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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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으
로 TAA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 국
한에서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고,5) 근
로자의 재훈련 지원을 위한 교육기금
을 신설하며, 근로자들이 실직하기 이
전에 시장개방에 취약한 경제부문 근
로자들을 위한 훈련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역국 중 수출
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이며, 수입에서
는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의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세
계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더욱이 2007년 기준 국민경
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4.2%에 달하는 등 높은 대외무역의
존도6)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의 핵심 교역국인 미국의 통상정
책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바, 아래
에서는 오바마 당선자의 신통상정책
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

한 대응방안을 사안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오바마 당선자가 공정무역을
강하게 강조하는 배경에는 특정 국가
와 제품의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적자
로 인해 미국 내 동종 산업에서 일자
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추
이가 2007년 기준 85억 달러, 2008년
1~9월 간 4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 100억 달러 전후의 대
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바
(<표 4> 참조) 이는 2008년 8월 기준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순위 15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
서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의 제기
가능성은 낮다.
반면에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불공
정무역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대미 자
동차 교역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바, 표
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분야
무역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 수
출에 중요한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 간 자동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서 1962년 도입 이래 수차례 개정, 시행되어 오고 있다.
5) 참고로 미 의회는 현행 TAA제도를 서비스업 종사자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2007년 개
정 법안(H.R. 3920: Trade and Globalization Assistance Act of 2007, S. 1848: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7)을 하원 및 상원에서 각기 발의하였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6) 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을 가리키는바, 2002년 71.6%에서 2003년 75.8%,
2004년 86.2%, 2005년 85.2%, 2006년 88.3% 등으로 최근 수년 사이 상승곡선을 그리던 중 지
난 2008년 3월 2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7년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이 94.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90% 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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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 추이 및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한국의 대미 수출

한국의 대미 수입

무역수지(한국)

2000

37,611

29,242

8,369

2001

31,211

22,376

8,835

2002

32,780

23,009

9,771

2003

34,219

24,814

9,405

2004

42,849

28,783

14,066

2005

41,343

30,586

10,757

2006

43,184

33,654

9,530

2007

45,766

37,219

8,547

2008(1~8월)

31,137

26,800

4,337

자료 : KOTIS(한국 측 통관기준 작성 통계).

차 교역에서의 일방적인 대미 흑자
실현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
로 이해된다.7)(<표 5> 참조).
그렇지만 한·미 간 자동차교역 불
균형에 대해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품
질 및 가격 경쟁력에 기인한 결과일
뿐 덤핑이나 보조금 등의 불공정 수
출관행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국내
자동차 수입시장에서의 미국산 자동
차의 낮은 점유율 역시 미국산 자동
차의 낮은 경쟁력과 소비자 인식 등

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며, 자동차 관
련 일부 국내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한·미 FTA 자동차협상을 통해 전향
적으로 개선한 바 있음을 제시하여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바마 당선자의 신통상정책
방향인 공정무역의 확보와 관련하여
언급한 비관세장벽의 경우 수출입제
도 이외에 국내제도 및 관행과도 관
련되는 등 워낙 범위가 넓어 보는 시
각에 따라서는 항시 문제 제기의 가

7) 참고로 이러한 한·미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과 관련하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
개론 의회 통상담당 국장은 미국 측이 한국이 2007년 77만 5,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미
국은 한국에 6,500대밖에 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차의 한국 수출물량은 GM대우차
가 2007년 한국 내에서 판매한 12만 5,000대와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유럽에서 생산, 한국에 수
출한 자동차를 합치면, 13만 5,000대로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100
여만 대의 약 13.5%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77만 5,000대 안에는 현대·기아자동차
가 미국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제조, 판매한 25만대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 측이 불균형 규모를
부풀렸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자동차 교역 통계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이유는 빅 3
가 역사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해외시장으로 옮겨 현지 생산, 판매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http://blog.daum.net/carok/735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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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미 간 자동차 교역 수지 추이 및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대미 수출

대미 수입

금액

수량(대)

금액

수량(대)

2001

5,691

583,608

45

2,153

2002

6,750

628,960

77

3,752

2003

8,225

724,459

93

3,965

2004

10,022

853,331

83

3,764

2005

8,606

708,995

113

4,933

2006

8,711

693,124

132

4,476

2007

8,322

667,999

218

8,172

2008(1~9월)

5,311

428,189

173

6,899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통계월보」
.

능성이 있기 마련이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8)
셋째, 오바마 당선자가 대외무역협
상 목표로서 미국 내의 양질의 일자
리 창출을 강조한 것은 외국기업들에
단순한 상품 수출 대신에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을 촉구한 것
으로 이해된다. 이는 수입상품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주요 요인
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국내 주요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
는 현지화전략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 현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 가령, 현대차의 경우(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와 같은 현지 법인을 통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를 적극적이고 지
속적으로 홍보하여 현대차가 미국산
자동차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
다.9)
넷째, 오바마 신정부 출범에 따른
최대의 대미 통상 현안은 한·미 FTA
의 운명이다. 한·미 FTA는 양국 대
표들 간의 서명을 거쳐, 양국의 국내

8) 참고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기하는 국내 사업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에 따르면 한국식 상거래 관행이 큰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11%, 입지관련 규제 6.9%, 일
반행정 규제 5.7%, 조세행정 4.8% 등이 지적되었다. 장윤종,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
산업연구원, 2007.
9) 참고로 일본은 1970년대 후반 및 1980대 전반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급증으로 인한 양국
간 통상분쟁을 겪은 이후 일본자동차협회가 중심이 되어 일본 자동차의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한
고용 및 생산 등에 대해 미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국 현지 생산 일본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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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서명이라 함은
조약문을 최종적인 것으로 끝맺는 조
약법상의 절차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
바마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잘못된
무역협상으로서 한·미 FTA 자동차
부문 협상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재
협상 또는 추가협상의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미 간
에 힘든 협상을 통해 서명까지 마친
한·미 FTA에 대해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신분으로서 재
협상을 주장할 수는 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은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제
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공약 중 국제규범이나 현실에 비추어
부적합한 것일 경우 취임 이후 약화

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다.
끝으로, 오바마 당선자의 통상정책
분야 공약과 선거기간 중 발언을 종
합해 보면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렇지만 오
바마 신정부의 경제·통상팀을 이끌
가이트너 차기 재무장관이나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차기 의장, 론
커크 USTR 차기 대표 등이 모두 실
용적인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라는
점은 적어도 그러한 우려를 상당 부
분 희석시켜 주고 있고, 특히 이들이
한·미 FTA 비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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