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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대미 통상환경:
키워드를 통해서 보는 변수

요

약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세계는 또 한번의 변화에 대비할 필
요가 생겼다. 이는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 예측불가능성
과 자기중심적 보호무역주의로 악화되었던 통상환경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개선의 방향으
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마냥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것도 사
실이다. 바이든 시대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코
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바이든의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 대외 관계에서 정치·외
교적 부분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한 통상문제의 정치문제 부속화, 대중견제 강화 및 공급사슬
국내화에 대한 강조, 환경과 노동문제에 대한 강조, 미 의회의 원내 구성 여하에 따른 정책추진
속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통상환경에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신
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대중견제 강화 속에서 미-중 사이에서의 대응전략 마련, 환
경과 노동문제에 대한 대비, 공급사슬 국내화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 통상환경의 변화를 극복하
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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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11월 3일 거행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한국 시각) 펜실
베이니아 주와 네바다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
선되었다. 선거에서 패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불복의사를 내비치며 공백기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바이
든 후보의 당선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환경에서도 또 한번의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고립주의적 자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국제통상규범을 무시하는 강경 보호무역조치 남발과 세계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분쟁 해결기능의 무력화를 통해서
통상 상대국을 압박하고 국제통상환경을 경직시켜온 트럼프 시대의 마감은 통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통상환경
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바이든 당선이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
(1) 바이든 당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통상환경에의 긍정적인 영향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통상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트럼프 임기동안 경
직됐던 통상환경의 완화에 대한 기대이다. 바이든은 연방의원 시절 외교전문가로서
활동한 경력을 배경으로 대통령 취임 후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통한 미국의 리더
십 확보를 중시할 것으로 보여 통상관계에서 동맹국에조차 미국의 이익과 힘을 앞세
워 일방통행식으로 상대방을 대했던 트럼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대통령 후보 출마의사를 밝히기 전에
도 다자간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WTO와 대립하면서 무역분쟁조정기능을 무력화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WTO와의 관계가 개선되
면 대미 통상환경에서 트럼프 임기 때보다 높은 예측가능성과 논리와 협상이 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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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조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극복
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바이든 당선이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변수와 관련된 키워드
그러나 바이든의 당선이 단시일에 극적으로 통상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바이든의 당선은 통상환경에서 트럼프 집권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일관성 없는 공약: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
후보시절 내건 공약에 일관성이 없는 점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
화를 점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선후보 경선 출마 이전부터의
통상과 관련된 언급을 보면 통상협상에서의 다자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 정작 본인이 부통령 시절 합의안 도출에 일익을 담당한 TPP 재가입 여부에 대해
서는 노동과 환경관련 요소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재가입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
도 했고1) 대선후보 시절에는 아예 재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WTO 규범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필요하
면 무역구제조치나 수입규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와 유사한 공약을 언
급하기도 했다.2) 또 공급사슬 국내화를 강조하면서 해외로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해
서는 중과세를 하고 미국으로 사업장을 복귀시키는 기업은 지원한다고 하는 동시에
정작 법인세는 트럼프 시절의 21%에서 28%로 인상하고3) 최저임금은 15달러 수준
으로 올리겠다고 하면서4) 미국 내에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1) Megan Henney(2020), “Joe Biden flip-flops, says he wouldn’t join TPP as first ‘put forward’”, Fox Business, 31. July
2019. (https://www.foxbusiness.com/economy/joe-biden-flip-flops-tpp-trade-dem-debate, 검색: 2020. 11. 13).
2) 한국무역협회 (2020), “미 민주당 외교정책 수석보좌관 ‘바이든, 관세조치 필요한 때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 통상뉴스, 2020.
9. 23.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
=1802661&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
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검색: 2020. 11. 13).
3) 이후권(2020), “WSJ: 트럼프 vs 바이든 후보의 조세정책 비교”, 워싱턴 통상정보, No. 631. 2020.9.23, 한국무역협회 워싱
턴지부.
4) “The Biden Plan for Strenthening Worker Organizing, Collective Bargaining, and Unions”, 조 바이든 후보 선거운동본
부 홈페이지(https://joebiden.com/empowerworkers/#, 검색: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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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이든의 공약에 모순점이 보이는 이유는 후보시절에 가능한 많은 득표
를 의식하고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선거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던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층을 포섭하는 과정에
서 샌더스 후보 진영을 공약개발 과정에 참여시켰고5) 그 과정에서 통상관련 분야에
서는 샌더스 후보측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기존의 본인의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
이 공약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공약에 일관성이 부족해졌고 향
후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트럼프 시절의 경직된
통상환경이 완화될 수도 있고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확
인하고 나서야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2)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노조의 영향력
바이든 정부에서 통상관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가 전통
적인 민주당의 기조이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것은 공화당이었고 민주당
은 보호무역을 지지해 왔다. 다만 클린턴 시대에 실용화 노선을 밟으면서 북미자유무
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체결하고 오바마 시절
에 민주당 정부의 주도로 TPP가 추진된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보
호무역주의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양당의 전통적인 기조와 괴리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자유무역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는 각 당의 지지기반의 차이에 기인하는데 공화당은
기업과 사업가 등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반면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 중 하나는 노조
이다. 따라서 공화당은 기업에 유리한 자유무역을, 민주당은 노동자 보호라는 측면에
서 보호무역을 지지해온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부시 정부 시절을 제외하면 각 집권
당의 행정부가 당의 통상정책기조와 반대노선을 걷는 이유는 클린턴과 오바마 시대에
는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경기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고 트럼프는 자유무
역이 미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중국의 부상을 조장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범이며 이를 시정하고 강력한 미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신념하에 미국의 이
익을 앞세우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번 2016년 대선에서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이 트럼프에게 보낸 지지는 근래

5) Barbara Sprunt(2020), “Biden And Sanders Announce Task Forces To Find Party Unity Over Policy”, National Public
Radio, 13 May 2020. (https://www.npr.org/2020/05/13/855203151/biden-and-sanders-announce-task-forces-to-find-party-unity-over-policy, 검색: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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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취해온 자유무역주의 정책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고 미국에
남아있는 노동자 계층의 실업률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사
실 여부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에게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하는 계기
가 되었다. 따라서 NAFTA, TPP를 추진해 온 민주당 측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무
시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조가 자유무역 정책에 반대입장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시절의 보호무역 기조로부
터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지기반인 노조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행보를 보일 경
우 노조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업종인 철강이나 자동차 분야의 대미 통상환경에서는
트럼프 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

3) 무역·통상관련 인선
신정부의 통상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무역·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상
무장관과 각종 무역현안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게 될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 등 무역·통상분야의 인사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러한 자리에 윌버 로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등 강경 보호무역론자들을 앉힘으로써
후보시절 주장해 왔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실천으로 옮겼다. 강경 보호무역론자들
이 득세한 미국의 무역·통상파트는 트럼프 임기동안 반덤핑 판정, 무역법 301조와 무
역확장법 232조의 확대해석을 동반한 조치, 환율조작국 조사 및 한-미 FTA 파기 가
능성 시사 등을 비롯하여 WTO가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갈등을 심화하고
WTO의 무역분쟁 조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등 각종 보호무역 조치를 남발해 왔다.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하에서 무역·통상분야에서 어떤 인물이 책임자의 자리에 앉
게 되는가는 트럼프 시절의 보호무역기조에의 변화 여부와 그 정도를 가늠하게 될 중
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바이든 집권 시 USTR의 대표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대
부분 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이거나 환경·노동 문제를 통상 활성화보다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6) 따라서 하마평대로 인사가 진행될 경우 통상환경의 극
적인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6) 바이든 신정부하에서 USTR 대표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정보에 관해서는 박명서(2020), “Politico Pro紙: 바이든 행
정부 내의 USTR 후보”, 워싱턴 통상정보 No. 696,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2020.10.22. (URL https://www.kita.net/
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usaCmercInfo/usaCmercInfoDetail.do?pageIndex=1&nIndex=1&no
=8680&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
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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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은 후순위
바이든 당선으로 통상환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통상정책이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임기 동
안 미국은 사회적으로 큰 갈등과 내홍을 겪었고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겹
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러한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국내경제를 회복
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로 들어올 정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
한 대응, 미국내 경기진작,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훼손되었던 오바마 시절 정책의 복
구일 것이며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문제는 중요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국내투자가 어느 정도 수준까
지 회복되기 전까지는 바이든이 새로운 무역협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
는 것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통상문제에 무관심
하거나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취임 초기처럼 이목
을 끄는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는데 그 변수는 2020년 11월 4일 보도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RCEP)의 서명
소식이다.7)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참여하
는 RCEP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자신들의 경제영역으로 확대하는 기회로 보고 관
심을 기울인 협정이다. RCEP의 타결은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국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단락에서 논의할 바이든 시대에는 정
치와 통상의 분리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한편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미-중, 미-일 통상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
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쪽 다 우리의 대미통상환경 및 주변국과의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므로 이들 협상의 진행 추이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주목해
야 한다. 특히 미-중, 미-일 통상협상이 트럼프 시절의 원안대로 추진될 것인지의 여
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현재 작업 중에 있는 한-중-일 FTA의 추
진 병행으로 미-중, 미-일 통상협상이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을 희석할 필요가 있다.
7) 조선일보(2020), “한·중·일 등 15개국, ‘세계 최대 FTA’ RCEP 협정 서명”, 2020. 11. 16. (https://www.chosun.com/
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15/4EKY6W2J7BEJJN7SNR65554KZM/, 검색: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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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와 통상의 일체화
바이든이 트럼프와 차이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대중 견제와 관련된 접근법이
다. 양 후보 모두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 한다
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비단 양 후보뿐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을 막론한 미국 정가의 초당적 공통의견이다. 그러나 그 접근법과 실행방법에 대해
서는 양자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강한 미국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독자적
인 대중 견제노선을 취했다.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동맹국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도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였다. 그러
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독자적인 견제노선보다는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에 기반을
둔 대중 포위망을 통하여 중국 견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용주의적인 외교노선을 취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통상현안이 정치·외교 현안의 일부 혹은 하위 현안으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이다. 바이든은 오랫동안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직업정치
인으로 통상전략을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따라
서 동맹과의 결속을 요구할 때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상
은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
과의 거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각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맹
인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
이 높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편의
를 제공하는 한편 신뢰도가 낮거나 중국의 편이라고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
에 취하는 것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전략적 계산을 바탕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가 현재 포괄
적·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임시적 조치의 형태를 띠고 있는 TPP의 재가입이
다. RCEP의 타결을 통하여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당초 예상보다 미국이 TPP 재가입을 훨씬 조기에 고려할 가능성이 있
다. 특히 기존 회원국들이 미국의 재가입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TPP 재가입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계산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요구되는 사안
이 될 것이며 이 경우 한국에는 또 한번의 어려운 과제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8) 박명서(2020), 「트럼프 vs. 바이든, 2020년 美대선 후보 통상정책 비교」, 워싱턴 통상정보, No. 189, 2020. 4. 21, 한국무역
협회 워싱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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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RCEP에 서명을 완료한 한국이 미국이 재가입을 시도하는 경우의 TPP 가입에 대
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노골적인 미국 지지는 중국으로부터 명시적 혹은 사드 사태 때와 같이 암묵적으로 보
복조치를 당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양 국가간
의 관계에서 이해득실과 관련된 정밀한 계산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6) 대중 견제의 강화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첨단기술(advanced
technology) 분야이다. 이미 트럼프 정부 시절에 중국의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통신
장비 등에서 규제조치를 취했고 그 외에도 수출규제, 중국의 정보통신 기업의 대미투
자 규제와 미국 기업의 대중투자에 대한 조사강화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및 ICT 분야는
통상문제가 아닌 안보의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분야에서 대중 관계는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의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9) 따라서 첨단기술
및 ICT 분야에서 지금까지처럼 미국과 중국시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
고 어느 한쪽과의 통상관계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분야를 주력
산업 중 하나로 거느리고 대중매출의 비중이 큰 한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
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분야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아직도 대부분이 미국의 소유로 되어 있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제약되는 방향으
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중국의 첨
단기술 및 ICT 관련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강력하게 규제되고 기술접근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해당분야의 미국시장에서의
공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중국과의 거래가 제약되는 부분에 대한 보전이 어느정도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9) 2020년 10월 19~20일 양일간 산업연구원과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이 공동으로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측 전문가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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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과 노동문제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정책 중에서 트럼프 시절과 가장 큰 대비를 보이는 부분이
환경에 관한 태도이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래의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
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바이든은 후보자 토론 때부터 환경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밀
고 나갈 것을 시사했다. 그 대표적인 조치 중의 하나가 트럼프 정부시절 탈퇴를 결정
했던 파리기후협약에의 재가입이다. 또한 후보자 토론에서 석유관련 산업에 대해 강
력하게 규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른 정책들은 몰라도 환경정책만큼은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순위로서 취임 직후 즉각
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환경정책의 변화는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선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는 석유화학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이나 금속관련 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고 화학물질 사
용이 불가피한 반도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철강과 관련해서는 석유화학관련
산업의 위축에 따른 송유설비 수요 감소로 이중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동차산업에서도 바이든은 2030년까지 미국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교
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경우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차 위주로 산업구조를 근
본부터 변화해야 하는데 여기서 뒤처지면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의 시장에서 확보했
던 경쟁력의 상실과 후발주자로서 시장확보를 위해 가격경쟁에 나서야 하는 등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친환경차의 경우 아직 어떤 방식이 주류가 될 것인
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기차의 경우 이미 상당수준 상용화에 이
르렀으나 그 반대급부로 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 수소차의 경우에는 우리나
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전
기차가 대중화되면 시장에서 구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산업에는 향후
10~15년이 생존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통상관계에서 환경과 더불어 중시하는 것이 노동문제이다. 앞서 언급
했듯이 바이든과 민주당은 지지기반 중 하나인 노조를 의식해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노동환경 개선문제를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통
상환경에까지 확장시켜 왔다. 이미 미국은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도 미국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조건을 삽입하여 멕시코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혹한 노동환경을 악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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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려 했으며 바이든은 경선후보 유세과정에서 TPP와 관련해서도 노동환경
과 관련하여 비슷한 수준의 개정안을 담을 것을 재가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
다. 만약 미국이 통상관계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여전히 노동
집약적 생산방식이 대세인 섬유나 의류를 비롯한 기타 경공업에도 생산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호무역조치를 합
리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위험성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생산과정 및 품질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노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규제한
다면 이는 환경 및 노동문제가 또다른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으로 악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무분별
하게 보호무역조치를 취한 트럼프와는 달리 환경 및 노동문제를 구실로 삼을 경우 이
를 기반으로 취하는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비판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환경 및 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은 자칫하면 환경이나 노동문제에 대한 반
대나 무관심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 도리어 비판하는 측이 수세에 몰릴 위험성이 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환경 및 노동문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통
상환경의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는 이미 한국은 지난 한-미
FTA 개정안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환경 및 노동 기준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미
FTA가 다루는 범위 안에서 환경 및 노동문제에 관련된 통상마찰의 해결이 충분히 가
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10)

8) 공급사슬 국내화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또 하나의 정책은 공급사슬의 국내화 정책이
다.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리쇼어링과 공급사슬 국내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
명했으며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에 10%의 추가적 징벌과세를
할 것이며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상
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11) 또한 의약품 등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공
급사슬을 완전하게 국내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10) 2020년 10월 19~20일 양일간 산업연구원과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이 공동으로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측 전문가의 견해이다.
11) 아시아경제(2020), “美 다국적기업 역차별 …비판받는 바이든 ‘일자리 유치’ 공약”, 2020. 10. 8(https://www.asiae.co.kr/
article/2020100811250083815, 검색: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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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며 국내복귀를 강조했던 트럼
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일치한다. 공급사슬 국내화와 관련해서는 당을 막론하고 같
은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크게 대외·경제적 요인과 대내·정치적 요인이 있다. 대외·
경제적 요인으로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 확대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제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바이
러스의 확산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사슬의 안정성 확보와 위
기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해외로 이전했던 기능들의 국내복귀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대내·정치적 요인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미국의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 사
이에서 공급사슬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제
적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뿌리를 내렸음에 대한 미국 정
계의 초당적 인식이다. 4년전 대선에서 트럼프는 이점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실제로
민주당 지지지역으로 알려진 주들에서의 승리로 효과를 증명했다. 따라서 NAFTA
와 TPP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민주당조차도 이러한 국내정치의 이해관계를 외면
할 수 없었고 그러한 이해관계가 바이든의 공약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공급사슬의 국내화 기조는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
서는 그다지 반길만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공급사슬 강화는 트럼프가 주장했던 것
처럼 미국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면 미국 국내에서 미국의 원료를 사용해서 미국인을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추세가 실현될 경우 우리에게는
수출의 감소, 외국인 투자의 감소 및 국내 외국계 기업 사업장의 철수로 인한 부가가
치 창출 및 고용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급사슬 국내화 주장이 우리에게 위기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
다. 실질적으로 공급사슬의 완전한 국내화는 경제적 효율성 등의 여건을 따질 때 사
실상 불가능하다.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해외에의 의존이 불가피 하며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공급사슬 국내화 기조 속에서 기회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국내화의 목적
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전술한대로 공급사슬 국내화는 대내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 증가를 통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정치적 이익이 목적이다. 한편 대
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의 구축이 목적이다.12)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
는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상대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신뢰, 상대국이 공급사슬을 안
12) 2020년 10월 19~20일 양일간 산업연구원과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이 공동으로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측 전문가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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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역량에 대한 신뢰, 상대국이 생산사슬에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 등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의 구축을 통해 미국 내 생산사슬이 받는 외부리스크
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급사슬 국내화의 목적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미국의 공급사슬 국내화 움직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공급사슬의 유지역량이나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보
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한 신뢰를 유지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공급사슬 국내화를 통하여 발생할 개발도상국의 공백을 우
리가 대신 메울 수 있다면 공급사슬 국내화는 우리에게 다른 기회가 된다.

9) 정책추진 속도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은 바이든이 순조롭게 정권을 인수해서 통상부문에서
본인이 제시한 공약대로 정책을 집행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였
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처
음 제시한 공약에 가깝게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후보 시절에는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전개
될 상황은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최우선 순위는 코로
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마련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우선순위로 올라올 정책은 대외
적으로는 환경관련 정책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통상문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 후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습이
향후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임기의 절반을 그 대응책으로 소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
으며 임기가 후반기 이후로 넘어가면 그 후로는 재선을 위하여 국내문제에 더 집중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첫 임기동안 통상관련 문제는 미-중, 미-일
통상협상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제외하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통상환경에서 당분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놓은 보호무역조치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당초 예상보다 개선을 기대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원의원 선거의 결과도 바이든이 정책을 추진하
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는 유
지했으나 실제 선거 결과는 공화당의 의석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격을 입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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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다. 여기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유지에 성공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정책의 신
속한 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바이든은 대부분의 정책 추진
을 오바마 시절처럼 행정명령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규모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의 경우 의회
의 승인이 필수적이라 당초의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공약이다. 트럼프도
후보시절에 각종 인프라 투자공약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제시했으나 실제 임
기 4년동안 실행에 옮겨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
화당이 상원 다수를 유지하는 경우 바이든이 구상한 인프라 투자공약은 더욱 실현가
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공급사슬 국내화 기조까지 고려한다면 인프라 투
자와 관련된 특수 등의 요소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퇴임 직전까지 무역·통상과 관련된 각종 조치들을 취해놓고 나
갈 경우에 그러한 조치들을 시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통상과 관련하여 퇴임 직전까지 취해놓고 물러날 조치들로는 고율관세 부과,
통상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개시, 수출규제, 규제대상기업목록(entity list) 확대,
대미외국투자위원회를 통한 미국 내 투자규제 등이 거론된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을
퇴임 직전까지 시행할 경우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라도 단시일 내
에 정책변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13)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임자의 몽니를 핑
계로 보호무역조치를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바이든 시대의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4)
이상 논의한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바이든 시대에 대비하여 통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통상정책이 요구된다. 바이든 시

13) 2020년 10월 19~20일 양일간 산업연구원과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이 공동으로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측 전문가의 견해이다.
14) 문종철(2020), “미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바이든 후보 당선의 경우”, i-KIET 산업경제이슈 제97호 [202022], 2020. 11. 2, 산업연구원, pp. 6-8의 내용을 발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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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와 통상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
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결정이든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해득실의 정
밀한 계산이 요구되며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어떤 규칙이 통상환경에 적용될 때 궁극적으로 한국에 이득이 될 지에
대해서 심사숙고와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RCEP에 서명을 한 상황에서 미국
이 TPP 재가입을 추진할 경우 우리도 가입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으로서 한-미 간 결속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 기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관계에
서의 신뢰를 토대로 미국이 재구축하는 공급사슬에 우리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바이든 시대에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또다른 요소는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다른 정책은 몰라도 해당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더불어 최우선으로 추진할 사안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후보시절부
터 종래의 석유자원 의존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에너지·자원·
교통 등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임기동안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산업의 친환경화 문제, 특
히 친환경 자동차·신재생 에너지·탄소 배출권 등 환경과 관련된 관련 산업의 통상환
경을 점검하고 산업구조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문제에서도 바이든의 당선으로 통상문제에서 미국 노동계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은 현지 고용인력의 처우 등 노
동관련 문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며 대미 수출품 생산과정에서도 노동문제
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의 생산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미국이 아
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급사슬 국내화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공급사슬 국내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가 공급사슬 국내화를 강조하는 것
이 반드시 미국 현지에 사업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사슬 국내화의 궁극적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사슬 구축이 목적이므로 대미 투자의 확대도 고려하는 한편 미국과의 신뢰관계 강화
를 통해서 새로이 구축될 공급사슬에의 참여기회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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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바이든 정부의 무역·통상관련 인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바이든
이 상무장관 및 USTR 대표 등 무역·통상 관련 분야에서 어떤 인물을 기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 새롭
게 취임할 인사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또한 바이든 시대에 변화할 통상환경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종철
통상정책실·연구위원
jongchol.moon@kiet.re.kr / 044-287-3268
<주요 저서>
•한국의 대(對)조세회피처 투자현황과 시사점(2020)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2016, 공저)

2 0 2 0 1 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