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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미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재협상의

추진을 결정하고 자동차 부문의 쟁점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진행한

다음에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비준 처리되는 일련

의 경과를 추적한다. 본협상과 추가협상 이후 한미 FTA의 비준이

지연을 거듭하던 차에 미국이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로

자동차 부문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게 된 주요 요인을 밝히

고 재협상 이후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미 FTA 본협상의 타결 이후 미국은 곧바로 비준 작업에 돌

입하지 않고 미 의회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무역정책(New

Trade Policy)의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본협상을 통해 이미 공식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다. 그러

나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추가협상 이후에도 비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한미 FTA는 재협상이라는 또 하나

의 단계를 다시금 거치게 되었다. 미국의 주도 하에 추진된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이슈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

는데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한미 FTA 본협상 과정

을 통하여 합의가 완료된 쟁점이었고 본협상에 이어 진행된 추가

협상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 하지만 한

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자동차 부문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재협상의 결과 한미 FTA는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의 추진을 결정하고 재협상 결과 한



- ii -

미 FTA가 의회의 비준 절차를 통과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일

종의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미국 무역정책의 결정 과정을 분석하여 재

협상의 진행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무역정책 결

정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은 특정한 시기의 단기적 정

책 결정은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수

요 측면(demand side)과 공급 측면(supply side)의 요인에 집중하

여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한미 FTA를 향한 미국 자동차 산업계의 불만이 팽

배한 가운데 이를 의식한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자동차

부문의 이해를 한미 FTA 협상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재협상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 자동차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

의문을 조정한 끝에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자동차 산업계와

이를 대리하는 의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이후의 비준

절차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자동차 부

문의 쟁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한미 FTA 재협상의 과정에는 미

국 무역정책의 여러 결정 요인들 중에서도 수요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이라는 이익집단 요인이 주로 작용하였고 공급 측면

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주요어 : 한미 FTA, 재협상, 자동차, 미국 무역정책 결정, 이익집단,

대통령 리더십

학 번 : 2013-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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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본 논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진행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재협상1)의 추진을 결정하고 재협상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비준 처리되는 일련

의 경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협상과 추가협상 이후 한미 FTA의 비준

이 지연을 거듭하던 중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협상을 추진하여 주

로 자동차 부문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 주요 요인을 규

명하고 재협상의 타결과 함께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원

만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미 양국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의 실무점검

회의와 여섯 차례의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FTA의 가능성을 모

색하였다. 2006년 2월 3일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는 공동 기자 회견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두 차례의 사

전준비협의를 거치면서 양국 협상단은 협상 일정과 분과 구성 등에 합의

하였으며 논의 끝에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2) 만료 시점을 고려하여 2007년 3월까지 한미 FTA 협

1)한미 FTA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재협상 대신 추가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타결된 협상을 다시 협의했다는 점에서 재협상이 보

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협상이 타결되고 두 달 후에 진행된 협

상이 제 1차 재협상이고 2010년 말 진행된 협상이 제 2차 재협상이다(김기홍

2012, 24).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제 1차 재협상을 ‘추가협상’으

로, 제 2차 재협상을 ‘재협상’으로 표기한다.

2)무역촉진권은 대외 무역협상에서 신속한 결과를 얻기 위해 미국 의회가 행정

부에 부여하는 포괄적 협상 권한으로 무역촉진권이 부여될 경우 대통령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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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조성대 2006, 1). 2006년 6월 한

미 양국은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하였고 모두 8차에 달하는 협상 과정

을 거쳐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본협상이 공식적으로 타결되었다.

본협상이 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국내적

으로 진행해 왔던 신무역정책(New Trade Policy)3)에 대한 논의를 마치

고 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는 노동과 환경에 관

한 규정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새로운 무역정책 기조가 마련되었으

므로 한미 FTA에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두식 2007). 이에 한국 정부는 이미 타결된 협

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본협상을 통한 협

상 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으나(외교통상부 07/05/11) 2007년 6월

16일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에 신무역정책의 관련 내용을 반영

한 수정 협정안을 제안하였고 결국 한미 양국은 두 차례의 협의 끝에 한

미 FTA 추가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되었다. 추가협상 결과 한국은 신무

역정책에 기반을 둔 미국의 제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김기홍

2012, 34) 곧이어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 합의문에 대한 양국의 서

명이 이어졌다.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난 후에도 한미 FTA의 비준 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 2009년 11월 한

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

력한 교섭 권한을 갖게 되면서 대외 무역협상의 진행을 주로 행정부가 담당

하고 의회는 그 승인 여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무역촉진권은 1974년 무역법

(Trade Act of 1974)에 의해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약 20년 간 인정되었으

며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당시인 2002년에 다시 부여되어 2007년 7

월 1일 만료되었다(강장석 2010, 22-23).

3)신무역정책은 미국 행정부가 대외 무역협상 과정에 있어서 협상 상대국에 요

구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핵심 노동 기준, 환경 및 지구 온난화, 의약품

시장 접근, 노동 관련 정부 조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지원 및 교육 등 7

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와 경쟁력 약화를 완

화하고 자유무역의 확대로 인한 미국 내 고용 및 환경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신무역정책의 추진 목적이었다(김두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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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10년 6월 미국의 주도 하에 한미 FTA 재협상의 진행이 공론화

되었고 같은 해 11월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거친 뒤 2010년 12월 3일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통하여 재협상이 타결되었다. 재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주로 자동차 부문에 집중되었고 한국의 요구는 돼지고기 수입 관

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기업 내 전근자 비자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었다. 여러 쟁점들 가운데 특히 자동차 부문의 문제는 한미 FTA 재협상

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된 이슈였으며 재협상의 결과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었다.

2011년 6월 한미 FTA 재협상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었고 뒤이어 7월에는 미국 의회

가 한미 FTA 이행법안의 초안을 채택하였다. 2011년 10월 12일 미 상·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가결되고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절차가 사실상 완료되었다.

협상 과정 중에 크고 작은 논란이 발생했을지라도 일단 협상이 공식

적으로 타결되고 나면 당사국들의 서명 절차를 거쳐 비준 작업에 들어가

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 관례라고 할 수 있다(김기홍 2012, 33).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 국내에서 한미 FTA 협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한국 정부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

무역정책의 기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관련 분야에 있

어서 미국의 입장을 최종 합의문에 대부분 반영시켰다. 사실상 이미 공

식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하여 미국 측의 요구를 관철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가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 비준 절차

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비준 전에 재협상의 과정을 다시금 거치

게 된 것이다. 추가협상의 최종 타결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되던 중 부시 행정부의 뒤를 이어 출범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

부의 요청으로 한미 FTA는 재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

었다.

미국은 이미 한 번의 추가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한미 FTA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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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에 반영시킨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또다시 재협상을 제안했으며 이를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발생했으나 결

국 추가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의 재협상이 진행되었다. 추가협상

의 결과 미국 측의 요구대로 신무역정책의 주요 원칙이 한미 FTA에 대

부분 반영되었음에도 미국은 왜 다시 재협상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거쳐

야만 했던 것일까? 재협상 역시 추가협상 때처럼 한미 양국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했는데 미국 정부가 또다시 재협상을 요구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한미 FTA에서 추가협상과 재협상은 그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

이는데 노동과 환경 등의 분야가 주로 논의된 추가협상과 달리 재협상에

서는 주로 자동차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한미 FTA 본협

상에서도 자동차 부문은 한미 간에 갈등을 일으킨 민감 분야였는데 자동

차 부문을 둘러싼 이와 같은 갈등은 상당히 뿌리가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 간 자동차 통상 마찰은 1980년대 이래 계속되었고 미국 정부

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점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임혜란 2003, 169-171).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

이 제시한 4대 선결 조건4)에도 어김없이 자동차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동차 부문은 한미 간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해 왔

으며 이는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한미 간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 부문이 단골로 등장하는 논의

대상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관련한 문제는 이

미 한미 FTA 본협상 과정을 통하여 타결이 완료된 쟁점이었고 본협상

에 이어 진행된 추가협상에서도 자동차 부문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

의된 바가 없었다. 이처럼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고 한미 양국에서도 합

4)미국은 한미 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자동차, 스크린 쿼터, 쇠고기, 의약품 등

의 분야와 관련한 4대 통상 현안이 우선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한미 FTA의 4대 선결 조건으로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 기준을 완화

하고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의약품과 관

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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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협상 내용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부문의 이슈가 다시금

한미 FTA 재협상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불거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왜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품

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고 나서야 한미 FTA가 비준

된 것일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동차 부문에 집중하여 한

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동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본협상을 타결하고 추후에 추가협상까지 완료한 상태

였음에도 한미 FTA가 비준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후 미국 정부가 왜 다시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여 자동차 부문의

쟁점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재협상을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재협상

이후 어떻게 한미 FTA가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

는지에 중점을 두고 한미 FTA 재협상의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1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밝히고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어질 2장에서는 한미 FTA의 협상 과정을 토

대로 진행된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미국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여러 요

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이론적 자원으로서 정리한 뒤 본 논문의 분석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한미 FTA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던 차

에 한미 FTA 재협상이 새롭게 추진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뒤이어

4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의 본격적인 진행 과정과 내용을 심층적으

로 분석할 것이며 5장에서는 재협상의 결과로 인해 한미 FTA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발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규명한다. 마지

막으로 6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의 과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변

수들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분석의 결론을 정

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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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자원 및 분석틀

제 1 절 한미 FTA 협상 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

한미 FTA 협상 과정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목하고 있는 연구 대

상의 시기별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한미 FTA

본협상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본협상 이후에 진행된 재협상의 과정까지 포함하여 한미 FTA 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먼저 한미 FTA 본협상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 연구들은 협상

전략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홍수정·김기형(2007)은 퍼트남(Robert

D. Putnam)이 제시한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5)으로 한미

FTA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면서 협상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국내의 집단

들도 협상 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선호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

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양기웅(2006)은 양면게임이론을 응

용하여 한국이 관여한 주요 FTA 사례들을 비교·분석한 뒤 각각의 FTA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협상 전략을 활용했는지 확인한다. 또한

5)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은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연계를 체계화하고 외교

와 국내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국제정치학상의 일반이론이다. 이와 더불어 양면게임이론은 국가 간

협력의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이론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국가 간의 협상 과정을 다루는 국제협상이론으로서도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

퍼트남은 국제협상의 정치 과정을 양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임으로 비유

하면서 협상의 과정을 양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 1면의 게임은 국제적

차원의 게임으로서 잠정적 합의를 위한 협상 담당자 간의 협상을 의미하고

국내적 차원의 게임인 제 2면 게임에서는 국가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잠

정적인 합의를 비준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또 다른 협상이 진행된다(Putnam

1988; 김태현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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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을 만들어내고 통설에 의해 지배받는 정치라고 정의될 수 있는 언어

정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언어 정치가 협상력과 협상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미 FTA 본협상 과정의 협상 전략과 협상력에 초점을 두고 양면게임

이론을 재해석한 시도들도 있었다. 김기홍(2006)은 양면게임이론의 분석

틀을 원용하여 외부협상과 내부협상이라는 개념을 도출한 뒤 내부협상과

관련해서 협상의 쟁점에 대한 입장과 쟁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

이 국가 전체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

부협상의 관점에서 향후 한미 FTA가 진행되어야 할 적절한 전략적 방

향을 제시하고 내부협상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협상전략팀의 신설을 제안한다.

한미 FTA 본협상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은 국

지적 차원의 쟁점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한미 FTA 협상 과

정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지만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 한미 FTA

협상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었던 한미 간 쇠고기 무역협상을 분석

한 연구들이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김관옥(2009)은 한미 쇠고기 협

상의 치열한 과정을 추적하여 강대국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실패하

게 된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조건들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

고 있으며 최창환(2008)은 한미 쇠고기 무역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국내

적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문제적인 상황

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지석(2006)의 경

우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에서

제 4차 공식협상까지의 진행 과정을 양면게임이론의 대외 전략과 대내

전략 측면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편 몇몇 연구들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국내 갈등 요소를 다루기

도 하였다. 장지호(2007)의 경우 국내 찬반 연합의 세력 구조에 따라 한

미 FTA가 다르게 규정되었고 한국 정부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나

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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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정부

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제대

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근(2006)도 한미 FTA는 처음부터 정부

의 신뢰 문제를 안고 시작하여 협상 과정이 국내의 이익과 손실의 조정

보다는 한미 FTA라는 국가 전략 자체에 대한 이념적 찬반의 정치 과정

으로 변질되었다고 분석한다. 초기 한미 FTA 추진 근거의 잘못된 설정,

한미 FTA 추진 일정과 순서의 무리함, 그리고 대외협상을 위한 국내적

설득 및 조정 과정의 미비로 인하여 한국 정부가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

다는 설명이다.

한미 FTA 협상 과정을 정책 결정 구조에 주목하여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먼저 최태욱(2006)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하

는 이익집단의 의견이 협상 과정에 반영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와 정당의 구조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유현석(2008)은 한·칠레 FTA와 한미 FTA의 사례를 통

해 한국의 통상외교에 있어서 국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를 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 국회를 통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한계에 봉착했는데 이처럼 한국의 통상외교

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행정부가 무역정책

과 협상을 주도하는 제도적 특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한미 FTA 본협상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 연

구들은 정책적 제언이나 대응 방안 차원에서 협상 전략을 분석하거나 협

상 과정에 있어서 쇠고기 협상을 비롯한 특정 쟁점에 주목하기도 하였

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에 따른 국내적 갈등 요소와 정책 결정 구조

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가 재협상이 벌어지기 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의 타결과

비준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협상이라는 단계를 함께

살펴볼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미 FTA 본협상까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연구들에

비해 본협상 이후의 과정, 즉 재협상을 둘러싼 한미 FTA 협상의 동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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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미 FTA 재협상까지의

과정을 포함한 연구들의 경우 그중 다수가 본협상만을 다룬 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양면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한미 양국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 분

석을 진행하였다. 김기홍(2012)은 양면게임이론에서의 제 1면 게임과 제

2면 게임을 각각 외부협상과 내부협상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하고 협상 구

조와 협상 과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이론에서 다소 변형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틀에 의하면 한미 FTA 재협상은 한국에 유리

하게 흘러갈 수 없는 구조였으며 협상 과정과 관련한 인식과 의지, 그리

고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협상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이 한미 FTA의 비준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

에 없었다고 설명된다. 정민경(2013)의 경우에도 양면게임이론을 이용하

여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한미 FTA 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면게임이론에서는 국제협상 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에 비준을 위해 필요한 사항까지도 포함되

어 있다고 전제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국내 비준이 필요한 국제 무역협상

에서는 협상의 체결 과정뿐만 아니라 비준 과정에서도 별도의 비준 게임

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한미 FTA 협상 과정을 조명

하였다.

한편 손기윤(2011a)은 한미 FTA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무역정책

결정 과정과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데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과 한미 FTA의 추진 과정

을 비교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 과정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분석

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무역정책 결정 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협상의 타결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의

과정에까지 집중을 하여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 한 국가의 무역정책 결

정 요인에 주목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맥을 같

이 한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 한미 FTA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명

하는 데 있다 보니 재협상 과정 자체의 동학과 특이점에 대한 분석은 별

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주요 연구 대상이 한국의 무역정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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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본 논문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바와는 차이가 있

다.

본 논문은 한미 FTA 협상 과정 중에서도 재협상의 과정에 중점을 두

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의 무

역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주목하여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

다.

제 2 절 미국 무역정책 결정 요인

정치와 경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국가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서 이루

어지는 미국 무역정책의 경우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와 경

제적 계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국내 세력의 이해관계와 외교적 득실

또한 중요한 숙고의 대상이 된다(백창재 2015, 6).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국제 정치 연구에 있어서 분석 수준은 국제체계

수준과 개별 국가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Singer 1961) 이와 같은

분석 수준에 따르면 국제적 요인의 경우 물론 국제체계 수준에서 연구될

것이며 국내적 요인의 경우 개별 국가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국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동을 결

정하는 요인을 국제체계에서 찾는 체계중심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6)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국제체계에서 국가들 간의 상대적

인 힘의 배분 상태, 즉 국제체계의 구조에 따라 각 국가의 무역정책이

결정된다. 체계중심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의 경우 대외 무역정책

의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무역정책은 그 국

가가 국제체계의 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제약되는

6)무역정책의 결정을 국제체계 수준에서 분석한 대표적 연구로

Kindleberger(1973), Krasner(1976), Gilpin(1987), Lake(1988a),

Mansfield(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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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한다(김정수 1996, 31-33).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 질서의 성격 변화, 상대적 경제력의 분포 변동

과 같은 국제 무역체계의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요인들이 한 국가의 대외

무역정책을 결정한다는 이와 같은 시각은 오랜 기간 동안 공유되었다(백

창재 2015, 13). 미국 내에서는 이차대전 이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분

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체계중심적 접근법이 특히 주목을 끌게 되었으

며 이후에도 국제체계 수준의 구조적 변수들은 더욱 강조되어 왔다

(Strange 1983; 백창재 2015, 13에서 재인용).

국제 무역 질서 내에 존재하는 패권적인 힘의 분포가 국제 경제의 안

정과 개방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은 체계중심적 접근 경향을 대표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패

권안정론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이차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 무역 질

서가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며 국제체계 내에서 패권국으로

서의 미국의 위상이 미국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백창재 2003, 3; 백창재 2015, 13). 패권안정론의 효시로 간주되는

킨들버거(Kindleberger 1973)의 연구에 따르면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장

기화된 원인은 국제 경제의 위기를 관리하는 패권국의 리더십이 부재했

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국제체계에서 패권적 존재로서 자리매김하

면서 국제 경제의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국제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심화되고 오래 지속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계중심적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에

서 집중하는 국제 무역체계의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백창재 2015, 15).

한편 무역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국제적 요인보다 국내적 요인에 중점

을 두는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한다.7) 대외 무역정

7)무역정책의 결정을 개별 국가 수준에서 분석한 대표적 연구로

Schattschneider(1963), Katzenstein(1978), Pastor(1982), Gourevitch(1986),

Rogowski(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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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개별 국가 수준의

연구는 다시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국내 제반 사회 세력들의 영

향력에 초점을 두는 사회중심적 접근법과 대외 무역정책의 결정 과정에

서 국가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국가중심적 접근법이 바로 그것이다(김정

수 1996, 31-34). 사회중심적 접근은 주로 대외 무역정책의 수요 측면

(demand side)에 집중하는 반면 국가중심적 접근은 공급 측면(supply

side)에 집중한다는 점이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

다(Lake 1988b).

사회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연구는 대외 무역정책이 국내 사회

세력들의 이해관계와 세력 균형, 그리고 사회 세력들 간의 정치 투쟁 결

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간주한다(김정수 1996, 34). 이와 같은 접근법에

따르면 무역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체제와 정치인은 국내 사회 세력

과 집단에 종속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특정한 대외 무역정책은 지

배적인 사회 세력의 이익을 반영하게 된다(백창재 1997, 154). 그러므로

한 국가의 무역정책 결정에 대해 사회중심적 시각에 기반하여 접근할 경

우 사회 내 주요 세력들이 어떠한 이해관계와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는

지에 주목하고 국내 사회 세력들 간의 경쟁과 타협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추적하는 분석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최병선 1999, 22).

대외 무역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 세력의 압력을 강조하는 보

다 미시적인 분석들은 무역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주목한다(백

창재 2015, 21).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무역정책의 특성에 따라 이익집단은 그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

입하고자 하는 경향을 드러내며 실제로 이익집단 정치는 무역정책의 결

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백창재 2015, 22).

미국의 경우 무역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 분절적인 입법 과정을

거치며 국내 사회 세력이 그 과정에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

징을 지닌다(백창재 2015, 6). 이와 같은 정치체제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미국은 대외 무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 내 이익집단들로부터 강

력한 압력을 받기 쉬우며 이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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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무역정책의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다(백창재 2015, 21-22).

이익집단과 무역정책의 결정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일찍이 샷슈나

이더(Schattschneider 1963)에 의해 이루어졌다. 샷슈나이더는 최악의 보

호주의를 탄생시킨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입법 과정을 분석하면서 무역정책의 경우 정책의 혜택은 소수에 집중되

고 그로 인한 비용은 다수에 분산되기 때문에 이익집단 정치에 있어서

보호주의 집단들의 활동은 왕성하나 반(反)보호주의 세력은 동원되기 힘

들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이익집단의 힘과 전문성이 정책 결정자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 과정의 성격으로 인하여 스

무트-홀리 관세법의 입법 과정이 이익집단에 포획되었다고 지적한다

(Schattschneider 1963; 백창재 2015, 22에서 재인용). 미국 의회에 대한

그간의 경험적 연구들이 모두 이익집단에 관하여 결정론적인 해석을 내

린 것은 아니지만 이익집단의 압력이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서 중요한 하나의 투입 요인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백창재 2015, 25).

사회중심적 접근법과 함께 개별 국가 수준에서 대외 무역정책을 연구

하는 또 다른 줄기인 국가중심적 접근법은 무역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국

가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주목한다. 국가중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

들은 근본적으로 무역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행동이 국제체계나

국내 사회 세력의 요구에 피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하나

의 독립된 주체로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김정수 1996, 37-38). 국가중심적 접근의 경우 국가를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관점과 국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최병선 1999, 25).

국가를 행위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국가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위

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는 무역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정치

인과 행정 관료를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전략과

행동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최병선 1999, 26).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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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주목하는 시각은 정치인과

관료 개개인은 물론 개별 정부 기관들까지 포함하여 그들 전체를 하나의

집합적 의사 결정 주체로 파악한다. 행위자로서의 국가는 자체적으로 독

자적인 정책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선호를 실제 무역정책

에 반영시키기 위한 능력과 자율성을 지닌 목적 지향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김정수 1996, 37).

국가를 독자적인 행위자로서 간주하고 대외 무역정책의 결정 과정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는 카젠스타인(Katzenstein 1978)에 의해 이루어졌다.

카젠스타인은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관료들이 담당하고 있

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스스로의 이

해관계를 고려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휘하는 자율성의 수준 차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 간 무역정책의 내용과 성격 측면에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가를 제도로서 개념화하는 관점에서는 국가를 조직적 구조 또

는 법률, 각종 규범 및 규칙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일체로 파악한다(김

정수 1996, 41). 제도는 그것을 창출한 세력과 상황적인 배경이 변화하더

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를 제도로 간주하는

접근법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의 고착성과 지속성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최병선 1999, 25). 제도로서의 국가에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대외 무역정책의 결정이 한 번 제도화될 경우 관련 무역정책이

국제 환경과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 양상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형성되어 제도화된 규칙 또는 규범에 의해 계속적으

로 제약을 받게 된다(김정수 1996, 41-43).

주지하듯 국가를 제도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접근은 무역정책이 결정

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조건이 각 행위자들과 이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미

국의 경우에도 좁게는 반덤핑 관세의 결정 절차에서부터 넓게는 무역정

책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관한 규범적 질서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한 수준의 제도적 요인들에 따라 각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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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미국의 무역정책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백창재 2015,

32-33).

미국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내 여론의 악화를 이유로 한국 정부

가 난색을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주도적으로 추진

하였고 결국 미국 측의 의도대로 협상을 성사시켰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의 추진을 결정하고 재협상의 결과 한미 FTA가 의회의 비

준 절차를 통과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일종의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미국 무역

정책의 결정 과정을 분석하여 재협상의 진행과 그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

다.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은 특정한 시

기의 단기적 정책 결정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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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미 FTA 재협상의 배경

제 1 절 한미 FTA 비준의 지연

한미 FTA는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포트먼(Rob Portman)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006년 2월 3일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을 선언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양국은 두 차례의 비공식 사전준비

협의를 거친 뒤 2007년 3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고

2007년 4월 2일에 개최된 고위급협상에서 한미 FTA의 최종 타결을 선

언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어렵게 타결에 이른 한미

FTA는 양국 내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의회의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하였고 협상의 발효는 장기간 지연되었다(김관옥 2009, 24). 국내

비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한미 FTA는 양국이 각각 비준 절

차를 마감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혹은 양국이 정한 날짜에 발효될 수 있었을 터였다(성한경 2007,

8). 하지만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진행하였던 한미 양국의 정권이

협상 타결 이후 모두 재집권에 실패하였고 비준을 담당하는 한국의 국회

와 미국의 의회 역시 선거를 거치며 그 지형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한미

FTA 비준 과정은 난기류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대선으로 한미 FTA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

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게 되었고 2008년의 총선으로 한미

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FTA 정책에 반감을 표시해 왔던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듭하였고 2008년 대선에서도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한미 FTA 비준은 원만하

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에서의 국내 비준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최병일 2009, 194). 특히 행정부와 의회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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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조율을 통한 정치적 타협에 의해 비준이 성사되는 미국의 경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이익집단들보다 반대하는

단체들의 압력이 주로 작용하게 되고 2년마다 치러지는 중간 선거

(mid-term election)의 결과에 따라 의회 내부의 권력 지형도가 변화하

게 된다는 점 역시 미국 내 비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였다(정민경

2013, 2).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 정책 영역에서 미국 내 정치 이념의 양

극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데 1990년대 공화당이 미국 중서부와 남부에

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민주당이 양 대양 연안에서 세력을 떨치게 된

이래로 공화·민주 양당은 다양한 정책 영역 측면에서 이념적으로 양극화

되어 가는 경향을 드러냈다(Fiorina et al. 2011). 양당 내 정치인들과 주

요 지지 세력들의 성향이 각각 더욱 진보적 혹은 보수적으로 변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기존 정치 환경에서 양당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온건파들의 몰락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두 거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쉽게 타협하려 들지 않으며 무역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공화당의

경우 자유무역에 호의적인 반면 민주당은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부담해

야 할 위험에 대해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타 법안들과 마찬가

지로 무역법안 역시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양당의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양극화된 양당의 입장이 미국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무역법안이 통과

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백창재 2015, 177).

사실 당초부터 미국 의회는 한미 FTA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한미 FTA 추진이 결정되자 기대되는 이익은 미미한 반면 피해는

클 것이라는 이유로 당시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UAW), 심지어 미국 자동차 회사의 주주들까지 반대 입

장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2005년 9월

장관급회의에서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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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2012, 66). 무역협상 진행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 미국의 정치 제도 하에 한미 FTA는 근본적으로 그 추진 단계

에서부터 의회의 반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향

후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

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한미 FTA 본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의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후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하의 의회가 밀고 당기는 입법 다툼을 벌

일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중간 선거의 여파는 물론 한미 FTA에도 영향

을 미쳤다. 2007년 1월 새로운 하원 회기가 시작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FTA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였다. 민주당 다수의 의회에서 FTA와 관련한 의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FTA의 비준은커녕 협상의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

한 부시 행정부는 무역대표부 대표, 재무장관 등을 필두로 민주당 지도

부와 협상을 거듭한 끝에 2007년 5월 신무역정책을 받아들였다(최병일

2009, 199). 이로써 민주당은 노동과 환경을 강조하는 공정 무역(fair

trade)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회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박현수·김화년 2009, 4-5) 한미 FTA 비준의 길은 더욱 요원해 졌다.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는 무역 적자 확대와 일자리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자유무역에 치중하였던 부시 행정부를 공격하는 것과 더불어 신무

역정책을 토대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FTA에 대해서까지 수정을 요구하

였다. FTA 상대국 역시 노동, 환경 등의 측면에서 신무역정책에서 규정

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무역협정을 통해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함

은 물론 미국 상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현수·김화년 2009, 4-5). 이미 타결된 협상을 수정하겠다는 미국 정부

의 요구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결국 심사숙고

끝에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서울에서의 1차 추

가협상, 워싱턴에서의 2차 추가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였다. 부시 행정부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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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무역촉진권은 2007년 7월 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한미 FTA는

무역촉진권의 시한을 넘기기 직전에 타결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

대로 추가협상을 통하여 신무역정책이 반영되었음에도 이후 한미 FTA

의 비준 절차는 지연을 거듭하였다.

한국의 경우 비준동의안은 먼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

안심사소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그 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의결을 거치고 나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특정하게 법으로 규정된

시한은 없다(최병일 2009, 196).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

미 FTA가 체결된 당해 9월 7일 17대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동 비준안이 2008년 2월 외교통상위에 상정되었으나 이후 별

다른 진전 없이 17대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협상의

타결과 함께 임기 내에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고자 하였으나 17

대 국회의 종료로 정부의 비준동의안은 자동 폐기되었고 한미 FTA 비

준 문제는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미 의회의 부정적인 입장을 감안하여 한

국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내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자동차 분야와 쇠고기 분야에 대한 불만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Ford를 필두로 하는 자동차 업계의 불만을

대변하는 미시건 주 출신의 의원들이 합의문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문제 역시 의회 내에서 제기되었다(손기윤

2011a, 120). 펠로시(Nancy Pelosi)를 비롯한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자동

차 분야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들면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미 양국의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였다(Pelosi et al. 07/06/29). 쇠고기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중서부 지

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또한 한국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압

박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원 재무위원회(The Committee on Finance) 위원장인 보커스

(Max Baucus) 의원은 슈워브(Susan Schwab)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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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 규제가 철폐되지 않는 한 한미 FTA에 진전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08/01/25).

미 축산업계 역시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경향신문 08/05/28). 결

국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내 한미 FTA의 비준은 한국의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개방 여부에 달려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세계일보

08/02/28).

한미 FTA를 둘러싸고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한미 양국의 행정부는 쇠고기 문제는 협상(negotiation)으로 풀고 자동차

문제는 의원들에 대한 교육(education)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비준 전략

을 세우고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민주당 주도 하의 의회 상황을 타개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쇠고기 문제만 해결될 경

우 한미 FTA 비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최병일 2009, 199). 그

러나 미 의회는 요지부동이었다. 2008년 4월 중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쇠고기와 자동차 사안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부시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였다(Reuters

08/04/18).

결국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

방을 압박하고 나섰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2008년 4월 11일부터 18일

까지 한미 간 쇠고기 무역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미

국의 요구대로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새로운 협상안을 수용하였다(동아일보 08/04/19). 이후 한미 쇠

고기 무역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국에서 시위와 반대 여론이 들끓었

고 결국 그해 6월 쇠고기 협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한국 쇠

고기 시장의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 머리뼈와 척수 등 4개 광우병

위험 부위의 수출 및 수입 금지, 미국 정부의 보증 등 새로운 추가협상

결과에 합의했다(동아일보 08/06/26). 미국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2008년 4월에 진행되었던 쇠고기 무역협상 때에 비하면 다소 양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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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셈이었으나 한국 시장의 수입 금지가 풀리고 30개월 미만의 소로

부터 나온 쇠고기의 수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한미 FTA 쇠고기 분

야와 관련한 미 의회의 관심 사항은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었

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시작될 움직임

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미·콜롬비아 FTA의 이행법안을 처리한 후 한미 FTA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콜롬비아의 국내 노조 탄압 문제를 이유로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미·콜

롬비아 FTA 이행법안을 거부하였다. 콜롬비아 정부의 노조 탄압 중지

확약이 없을 경우 비준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부시 행정부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련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화근이

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무협협상의 비준 시 90일 이내 수정안 없이 의

회의 동의 여부만 표결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무역촉진권 규정을 무

력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이 콜롬

비아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려 한다며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서면서 미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되었다. 행정부와 의회

가 극한 대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어 비준이 진행될 수 있을 리 만무한 일이었다(최병일 2009, 200).

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중 의회 비준을 추진하였

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와의 타협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한미 FTA 이행법안은 의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하였고 부시 대통

령은 한미 FTA를 비준하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되었다.

미국 내에서 빚어진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은 미국에서의 한미

FTA 비준 과정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국회 비준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정민경 2013, 2). 이명박 정부는 18대 국회가 구성되자

2008년 10월 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8일 동 비준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제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결국 위원장의 의제 상정에만 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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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미 FTA 재협상의 추진 배경

2008년 10월 한국에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당시 미국은

선거의 열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라 있었다. 미국에서 진행된 2008년 11월

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새롭게 구성된 미국 하원

에서 민주당은 234석, 공화당은 198석을 차지하였고 상원에서는 민주당

이 59석, 공화당이 40석을 차지하게 되었다(최병일 2009, 200). 민주당이

2006년 중간 선거에 이어 2008년에도 의석을 더 늘리게 되어 하원에 대

한 장악력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민주당 출신의 대

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2008년의 선거 결과는 향후 미국의 외교안

보 정책 기조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였다.

2008년 대선에는 민주당의 오바마를 비롯하여 공화당의 메케인(John

McCain), 자유당의 바(Bob Barr), 녹색당의 맥키니(Cynthia McKinney),

무소속의 네이더(Ralph Nader) 등이 출마하였다. 오바마는 45.9%를 얻은

매케인을 제치고 52.8%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선거인단 선출에서도

매케인의 경우 173명을 얻는데 그친 반면 오바마는 당선에 필요한 과반

수를 훨씬 상회하는 365명을 얻음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New York

Times 08/12/09).

오바마의 무역정책 기조는 반(反)자유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Bhandari and Klaphake 2011, 73). 상원의원 시절 오바마는 무역

이슈와 관련하여 총 16번의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 중 13번의 투표에서

무역 장벽을 지지하고 무역 보조금 지급 축소에 반대하는 민주당 보호주

의 진영과 뜻을 같이 하였다(James 2008, 5). 2008년 대선 캠페인 중에

는 무역정책을 구사할 때 노동과 환경 관련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공정무역론에 입각한 단호한 자세로 무역 상대국들을 대할 것임을 천명

하기도 하였다(백창재 2015, 157). 무역정책에 대한 이와 같은 오바마의

관점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하는 무역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은 ‘공정 무역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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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free trade based on fair trade)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

에서는 교역에 있어서 공정성과 상호성의 원칙이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

의 원칙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는 곧 오바마 행정부가 자유무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수

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최원목 2009, 137-140).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1월 20일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한 무역정책 보고서에

서도 반자유주의적 성향이 확인된다. 향후 시장의 개방보다는 무역 조정

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에 중점을 두고 무역협상권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공정 무역을 추구할 것임을 드러낸 것이었다(USTR 2009).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교조적으로 보호무역을 관철하려는 것은 아니었

다. 물론 전임 부시 행정부에 비해 자유무역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

은 사실이지만 일자리 문제와 낮은 임금 등 국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공정 무역을 강조했다는 것이 타당한 평가일 것이

다(백창재 2015, 159). 즉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무역주

의의 경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대외 통상 압력 수단까지

활용하게 될지언정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에 대비하

고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최원목

2009, 137).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행

되었던 불공정한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미국의 실물 경제가 부담을 떠안

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동자와 서민층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

으므로 향후 “노동과 환경에 대한 좋은 기준(good standard)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무역협정을 이용”할 뜻을 밝혔다(Obama and Biden

2008).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오바마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며 자국

상품의 외국 수출에 부당하게 보조를 제공하거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비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반복

적으로 드러내 왔다(김강녕 2009, 43).

오바마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은 기존에 민주당이 밝혀

왔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공화당이 자유무

역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보호무역을 추구해 왔다.8)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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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 자유무역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무역 조정 지원과 재교육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보

호하고 공장 폐쇄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며 무역 상대국들에게 공정 무

역의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백창재 2015, 177). 또한 민주당

은 공화당에 비해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두

고 있었다(이상현 2009, 32).

대외 무역에 관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2008년 선거에서 행정부와 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비준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어 미국 내 한미 FTA 비준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았다

(정진영 2011, 2).

미국 내 정치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 또한 한미 FTA 비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시장에

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로 인해 한미 FTA에

대하여 미국 내부에 존재하였던 기존의 복합적인 평가는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김관옥 2011, 10).

미국의 2008년 대선이 금융 위기와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 한미 FTA 이슈가 등장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대선 후

보자 토론에서 매케인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

지한 반면 오바마는 한미 FTA에 대하여 불만을 드러냈다.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한국과의 FTA는 불공

정한 협정이라는 주장이었다(New York Times 08/10/15). 오바마는 후

보자 토론에서뿐만 아니라 대선의 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08년 5월 23일,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

8)민주당은 국제 통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fair and free trade)

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 무역은 미국의 관점에서

야 공정할지 모르지만 무역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철저히 미국 중

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개념이며 사실상 보호무역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최병

일 200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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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유력시되던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한미 FTA는 “아주 결함이 있는(badly flawed) 협정”이

므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

요 내용이었다. 오바마는 한미 FTA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조항들 가운

데서도 특히 자동차 관련 규정이 불공정하게 한국 입장에 우호적으로 치

우쳐 있다고 지적하였다(Reuters 08/05/23).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오바

마는 한미 FTA 자동차 협상 결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8년

6월 16일 미시건 연설 도중 오바마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

후 처음으로 한미 FTA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오바마는 한국은 수십

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은 수천 대로 계속 제한하도록 하는 협정은 “현명한 협상(smart deal)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 FTA 자동차 부문의 협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였다(연합뉴스 08/06/18).

오바마가 대선 경쟁 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 많고 표 동원력 또한 크기 때

문이었다.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정책은 실업, 일자리 유출 등의 문제

로 인하여 미국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안이기에 매우 민감

한 이슈였다(이상현 2008, 11). 또한 오바마와 민주당을 지지할수록, 이념

적으로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유권자일수록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부정

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므로(지병근 2009, 59) 오바마는 한미 FTA에 단

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오바마의 지지층은 자유무역협

정을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유권자들과 대략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대선을

앞둔 오바마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사회 계층

이었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와 관련된 사안 중 자동차와 쇠고기 시

장의 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오바마의 반

대 입장을 거들었다. 선거를 앞둔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

력인 산업 노조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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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42). 특히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미국의 철강·자동차 산

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시건·펜실베니아·오하이오 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한미 FTA에 반대 의사를 표하였던 것이다(최병일 2009,

143). 한미 FTA 자동차 조항이 불공정하게 처리되었으며 한미 FTA가

현명한 협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던 오바마의 연설이 미시건 선거 유세 과

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의 비

난은 선거를 의식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았다(김기수 2008, 1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중 상대 후보와의 차별

성을 부각하기 위해 뚜렷한 정책 노선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선거에서 승

리하게 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선거 캠페인 당시에 내세웠던 입

장에 비해 다시금 상대적으로 좀 더 현실을 반영하는 입장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인 이유로 정책의 노선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

한다. 1994년의 NAFTA와 관련하여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클

린턴(William Clinton)은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당선 이후 적극적으로 비

준을 추진하기도 하였다(이상현 2008, 11).

오바마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 협상 자체에 근본적으

로 의문점을 가지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권 인수위원장을 지낸 포데스타(John Podesta)가 주

축이 되어 설립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고 알려져 있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발간한 종합 정책 보고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이미 협상이 타결되었는데도

계속 비준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한국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

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준 과정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우려 사항

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미 FTA의 비준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수출과 관련하여

산재해 있는 쟁점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hapiro and

Samans 2009, 158).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대

선 과정에서 한미 FTA에 관하여 드러낸 반대 의사가 당선 이후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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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미 FTA 거부 의지로 관철될 예정이었다기보다는 특정 산업 분야

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한 보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 후보가 2009년 1월 13일에 있었

던 미국 상원에서의 장관직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의중이 드러났다. 그

는 당시 오바마 당선인이 부시 행정부가 협의한 한미 FTA를 반대해 왔

음을 밝히고 “서비스와 기술 분야 등 일부 유리한 내용이 있지만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는 공정한 무역 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으며 쇠고기 수

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존의 한미 FTA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연합뉴스 09/01/14). 클린턴 국무장

관 후보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반대나 거부라

기보다는 일부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미 행정부 내의 분위기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 당장 한미 FTA 진행을 거론하기에

는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의 국내 경제 문제의 수습이 더욱 시급한 상황

이었다. 시장 경제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비(非)미국적인 처사라

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부시 행정부가 7,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의 구제금융안을 마련한 것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금융 위기의

방증이었다(이상현 2009, 18).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당면하고 있는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최

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이 쓰러지는

위기 상황에 경제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White House 09/01/21).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곧 경

제 재건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서명하였고 미

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7,870억 달러의 경기 부양 자금이 조성되었으며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

공사업이 시작되었다(백창재 2015, 157).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의 리비어(Evans Revere)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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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몇 개월 동안은 새로이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가 위급한 경제와 재

정 문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한미 FTA 비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연합뉴스 09/02/20). 오바마 행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융 위기의 해소와 경기 침

체에 대응하는 데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임하였기 때문에 한미 FTA

를 비롯한 대외 무역 이슈는 자연스레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한미 FTA를 추진했던 정권과 의회가 모두 교체되는 정치적 환경의 변

화와 더불어 금융 위기라는 경제적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의

한미 FTA 비준 검토는 또 다시 지연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 본협상 합의안 자체도 미국 내 비준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었다

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초부터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국정에 임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오바마 대통

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존 한미 FTA 협상안

그대로를 변경 없이 비준하는 것에는 꾸준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관점은 한미 FTA를 책임지는 무역대표부의 공

식 입장에서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2009년 3월 초 발표된 보고

서에서 무역대표부는 콜롬비아와 한국의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준

(benchmarks)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USTR 2009, 1-2). 부시 행정부

에서 체결된 한미 FTA 내용을 재검토한 후 한미 FTA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2009년 3월 9일 미국 상원의 무역대표부 대표 인준 청문회에서 커크

(Ronald Kirk) 지명자는 한미 FTA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지적하였듯

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떤 기

준을 정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현 상태(status quo)로는 수용할 수 없

다”고 대답하였다(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09/03/09, 12-16).

커크는 당일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동차 조항 이외에 다시 협상

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지

만 해결해야 할 다른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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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4). 자동차 조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비슷한 시

기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고 밝히는 한편 자동차 문제 등을 포함한 쟁점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USTR 2009,

150-152). 즉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007년 협상안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 분야 등에서 국내적인 불만을 해소해야 한미 FTA 비준

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은 거듭 강조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국내적인 불만 사항을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무역대표부 대표로 인준된 이후 커크는

미국의 다양한 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면서 이러한 기준은 한미

FTA를 포함한 여타 자유무역협정들을 검토할 때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USTR 09/04/23). 공정무역론에 입각하여 한미 FTA와 관련

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해 나가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상원에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공정한 경쟁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 쇠고

기 시장을 재개방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

는 한편 커크 대표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한미 FTA에 대한 불만 사항

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

다(연합뉴스 09/05/08).

미국 내에서 한미 FTA 협상의 향방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의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이 부시 행정부 당시

마련된 기존 한미 FTA 협상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어

떤 방식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오바마 행



- 30 -

정부는 그간 한미 FTA 협정문의 일부 내용,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와

관련한 조항들이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안 그대로 비준 처

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한미 FTA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검토

를 거듭하고 있었으나 자동차 조항을 비롯한 관련 사항의 수정 형식과

비준 시점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상현 2009, 33).

특히 한미 FTA 본협상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자

동차 부문은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 도마에 오르는 단골 쟁점이었다. 본

협상 당시 자동차 부문 협상의 경우 매우 어렵게 타결에 이르게 되었으

며 이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자동차 분야의 협상은 한미 FTA 본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하자고 주장했을 정도로 자동차 부문

의 협상에 열을 올렸던 미국은 정작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집중력이 떨

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 대한 미국 자동차 산업

계의 반대와 이로 인한 민주당 중심 의회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다. 결

국 미국 협상단은 한미 FTA 본협상 당시 2007년 3월 말 협상의 막바지

에 이르러서도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양허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최병일

2009, 202).

본협상 초기부터 미국의 Ford와 Chrysler는 한미 FTA를 통하여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미 FTA에 부

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Cooper et al. 2011, 22). 랑겔(Chales Rangel)

미 하원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위원장과 레빈

(Sander Levin) 무역소위원회(Trade Subcommittee)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미시건 출신 상·하원 의원들이 2007년 3월 2일 부시 대통령에

게 보낸 서한에는 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미국

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증가 폭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특

혜관세를 부여하고, 미국의 승용차 관세 2.5%를 15년 이상에 걸쳐 단계

적으로 철폐하며, 한국의 기존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향후에 생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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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U.S. Congress 07/03/02).

미국 협상단은 미국의 관세 철폐를 한국 수출 물량과 연계시켜 처리

해야 한다는 미국 내부의 압박과 자동차 관세의 조기 철폐를 필수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한국 협상단의 압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협

상 막판에 입장을 정리하였다(최병일 2009, 203). 미국은 3,000㏄ 이하 중

소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2.5%의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

㏄를 초과하는 대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2.5%의 수입 관세는 3년에

걸쳐 철폐하겠다고 물러섰으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에 대한 25%의 수

입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

우 미국산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8%의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픽업트럭에 대한 10%의 수입 관세 역시 즉시 철폐하는 데 합

의하였다(외교통상부 2011).

당초부터 협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계는

한미 FTA 자동차 부문의 협상 결과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

다. Ford와 Chrysler를 비롯한 미국의 자동차 업체는 물론 자동차 업계

의 노동조합, 그리고 자동차 생산 지역 출신의 정치인들까지 이러한 비

난에 가세하였다. Ford는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일정량 이상의 자동

차를 수출하기 어려운 실정을 지적하면서 이는 가격과 품질, 소비자의

선호도와 같은 요인들보다 한국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여러 단계의 규제

조치와 예측하기 힘들고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였다(USITC 07/06/20). 펠로시 하원의장, 랑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레빈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호이어(Steny Hoyer)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미 FTA 자동차 협상 결과에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한미 FTA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6년

한국은 미국에 700,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미국은 5,000대도 수출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수치는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시장 접근

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성명의 주된 내용이었다(Pelosi et al.

07/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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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과 2008년의 금융 위기 여파는 한미 FTA에 대한 자동차 업계

의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내 경제 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게 되면서 자동차 부문의 협상 결과와 관련하여 2007년에 합의

된 한미 FTA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 진 것이다. 실제

로 2008년 당시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General

Motors(GM)와 Ford, Chrysler의 판매량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미

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2008년 9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해 11월

에는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16.3% 감소한 1,235만 대의 판매량을 기

록했다. 2008년 9월 이후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판매량은 1983년 이래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월 판매 기준 1백만 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최악의

실적을 거두게 되었다(김준규 2008, 1). 이처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

다.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미국 내 산업 전 부문으로 파급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 재무 상황의 악화, 그리고 무엇보다 GM과 Ford, 그리

고 Chrysler로 구성되는 디트로이트 3대 자동차 회사의 감산이라는 최악

의 환경에서 미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았다(김준규

2008, 6).

9)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의 공식적인 전망은 자동차 산업계의 주장과 달랐다. 2007년 9월에 발

간된 보고서는 한미 FTA 본협상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산 자동차의 수출 증대율은 높고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대율은 낮기

때문에 미국 내 고용 환경에 있어서 한미 FTA로 인한 악영향은 미미한 수준

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USITC 2007). 실제로 한미 FTA 본협상 결과 한국의

경우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8%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에 비해

미국은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만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에게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단

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다. 더 나아가 한국 측은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도 단순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FTA 본협상의 자동차 분야 협상 내용을 따져 봤을 때 결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불리한 결과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최병일 2009,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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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금융 위기로 인하여 직격타를 맞게 된 가운데 2008년 하반기부터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총체적 부실을 해결할 방

법을 모색하는 것이 한미 FTA의 진행보다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

융 위기로 인한 급속한 신용 경색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처한 경제 환

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독자적인 생존이

불투명한 지경까지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최병일 2009, 194). 자동차 산

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에 비해 그 위상이 급격한 추락을

거듭하자 2008년 12월 디트로이트 3대 자동차 회사에 대한 140억 달러

의 지원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부결되고 말았다. 급박해진 부시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지

원을 결정하여 GM에 94억 달러, Chrysler에 40억 달러 등 총 174억 달

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김준규 2008, 12). 완성차 제조업체

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 업체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를 지원받

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박현수·김화년

2009, 58).

미국의 자동차 산업계는 금융 위기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사

활을 걸었으며 자동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서는 교회에 자동차를 가져

다 두고 부활을 기도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다(최원목 2009, 149). 금

융 위기가 자동차 산업을 강타한 최악의 상황에서 당초부터 한미 FTA

자동차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자동차 업계와 이

들을 대표하는 의회 구성원들, 자동차 노조 등의 불만이 더욱 강하게 터

져 나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감소와 실업 문

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한미 FTA 본협상을 통해 합의된 기존 협상안

을 가지고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을 효과적으로 개방하여 고용 효율이 높

은 자동차 산업을 소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

었다.10)

10)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하여 자동차 산업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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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의 빠른 비준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회

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존재하였다. 브릴리언트(Myron

Brilliant)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수석 부회장은 상

원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ttee)에서 한미 간 자동차 무역의 불균

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

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한미 FTA야말로 미국 자동차 산업계가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모든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한미 간 자

동차 부문에서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었다.11) 그러나 UAW의 게텔핑거(Ronald Gettelfinger) 의장은 자동

차 업체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자동차

시장을 갖고 있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막

고 있다며 한미 FTA 본협상 결과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정선 2008).

오바마 행정부 이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불공정한 차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한미 간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은 주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자동차

한미 FTA 본협상 합의안의 조항들에 대한 미 자동차 산업계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졌다.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 철폐는 차치하고서라도 픽

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폐지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금융 위기로 치명상을 입게 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입장에서 한

미 FTA를 통해 25%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픽업트럭이 미국 시장으

로 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었다(경향신

문 08/11/17). 또한 한미 FTA에서 한국이 자동차 세제 개편 등 한미 간 자

동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을 어길 경우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중단하고 협상 이전의 관세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에 픽업트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동차

업계를 특히 걱정스럽게 하는 부분이었다(최원목 2009, 142).

11)U.S. Chamber of Commerce. 2008. “U.S. Chamber Testifies on Korea

FTA’s Boon to U.S. Automakers.”

https://www.uschamber.com/press-release/us-chamber-testifies-korea-ftas

-boon-us-automakers(검색일: 2007.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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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균등한 수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었고 한미 간 자동

차 무역의 결과로 발생한 불균형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상호 교역 시 수출 기회가 균등해야

함은 물론 교역의 결과 자체에 있어서도 상호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최원목 2009, 140).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

력한 바 있고 미국 산업계 전반을 뒤흔든 심각한 금융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 가운데 특히 자동차 부문

의 이슈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공식화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 위기로 직격타를 맞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총체적 부실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에 섣

불리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미 양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게 될지 쉽

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최병일 2009, 195).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자동차 산업계의 불만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한

다는 점이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그 방법과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

민을 거듭하고 있었다(최병일 2009, 202).

당시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009

년 4월 22일 야당의 격한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

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였다. 미국 측이 한미 FTA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을 공론화하

지 않았음에도 2008년 선거를 통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민주

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자 한국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만간 자동차 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중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최병일 2009, 197).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FTA 본협상을 통해 이미 양국 간 이익 균형을 잘 맞춘 협

상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자동차 분야를 포함하여 이미 체결된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일축하였다(세계일보 09/03/12).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를 희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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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한국의 경우 기존 협정문 그대로 한미 FTA를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협정문에 대한 수정을 전제로 하는 재협

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국내 경제적 상황의 여파로 자동차 분야의 협상 결과에 대한 반발

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던 만큼 해결 방식 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

겠으나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문의 내부적 불만이 해소되고 나서야 비준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쳤다. 즉 미국 정부 역시 한미 FTA

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자동차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지 않을 경우 비준의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산업계와 의회 등을 만족시킬 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했으며 이러한 방안은 동시에 한국 정부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만한 수준

이어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을 진행하기 위해 내부적

으로는 미국 내 산업 집단과 의회를,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를 설득해

야만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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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미 FTA 재협상의 과정

제 1 절 한미 FTA 재협상의 진행

2007년과 2008년의 금융 위기로 인하여 미국 내 실물 경제가 악화 일

로를 걷고 있을 때 취임하게 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반 대외 무역보

다는 국내 경제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국정에 임하였고 한미 FTA에 대

해서도 유보적인 입장만을 표명하며 비준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첫 정상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모두에 한미 FTA의 진전을 어렵게 하

는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지만 향후 한미 FTA가 수월하게 진전되기를

바라며 관련 담당자들이 진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러나 이행법안 제출 시기 등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이

언급되지는 않았다(White House 09/04/02). 당해 6월 16일 오바마 대통

령은 백악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가 한미 양자 간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 사이

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일부 무역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절차에 맞게 관련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Cooper et al. 2011, 2). 하지만 런던에서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에서 진행

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의 의회 비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한 추진 의지만을 표명

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

었다(홍현익 2009, 5).

그러나 2009년 하반기에 들어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조짐이 미국 내 여기저기서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무역대표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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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

국 내 업계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한미 FTA에

대한 업계 의견의 1차 수렴은 이미 2007년에 완료된 상태였다. 무역대표

부가 특정 사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다시금 분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

적인 경우로(신승훈 2010, 7) 이는 곧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에 대

하여 심도 깊은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미국 측이 한미 FTA

의 진행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무역대표부가 미국 업계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를 적극 지지하는 비율은 73.9%로 집계되었다.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지지 의사가 드러났으며 특히 농·식품, 금융, 의약 등의 분

야에서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관세 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등 한국과 FTA를 체

결하려는 국가들보다 우선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 수출 증

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등이 찬성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한

미 FTA에 대한 조건부 지지 또는 중립적 입장은 전체의 14.2%를 차지

했는데 지식재산권협회와 기술인증기관, 변호사협회, 복제약협회 등은 한

미 FTA 본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그들의 특수 이익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는 10.1%에 불과했다. 예상

가능하듯 자동차 업계가 그 선두에 섰으며 이와 더불어 섬유,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쌀,

양파·마늘협회 등 일부 농업 분야와 노동조합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

다. 한국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비관세 장벽,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등이 반대의 이유였다. 2009년 하반기에 무역대표부가 접수

한 미국 국내 업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미 FTA에 대한 지지율은

총 88%에 달했으며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미국 업계 전반에서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었다(신승훈 외 2009, 1-32).

무역대표부의 미국 국내 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자동차 업계를 비롯

하여 주로 취약한 미국의 일부 전통적 제조업 분야들이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안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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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 인물인 레빈 미 하원 세입위 무역소

위원회 위원장은 2009년 3월 10일 한미 FTA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자

동차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한미 FTA 본협상 원안에 합의된 바대

로 일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 2.5%를 즉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며,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

출 성과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비관세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시사IN 09/03/24).

하지만 자동차 산업계를 비롯한 일부 국내 집단의 반대 의사에도 불

구하고 미국 의회 내에서는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 진행되고 있었다. 2009년 11월 19일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

고 공화·민주 양당의 하원의원 88명이 한미 FTA 비준 준비를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미 의원들이 한미 FTA와 관

련하여 이처럼 대규모로 목소리를 모은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

다.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44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서한에는 한미 FTA

가 양국 간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며 오

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의회 검토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

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한미 FTA에 여전히 일부 우

려할 만한 사항이 있으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연합뉴스 09/11/07).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은 당시 미 의

회 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초당적 지지 기반이 상당 수준 조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의회 내 분위기를 반영하듯 2009년 11월 정상회담을 위하여

방한 길에 오르기 전 오바마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또한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남겨진 세부 문제들의 경우 그 마무리 시

점이 2010년 초가 될지 2010년 말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하였다

(Fox News 09/11/18).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공식적인 발표는 물론

아니었으나 한미 FTA와 관련한 향후 일정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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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다. 실제로 뒤이

어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Cooper et al. 2011, 2).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 간 만

남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 산업의 반발 등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과 관

련한 미국 내 불만을 전달하며 한미 FTA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New York Times

09/11/19). 선언적인 의미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양국의 대통령이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합의하기로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2009년 11월의

정상회담은 한미 FTA의 비준 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행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본협상에서 합의된 일부 분야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향후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진전 의사에도 자동차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레빈 미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미국 자

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건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12명의 공화·민주

의원은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

하는 한미 FTA 수정 촉구 서한을 재차 제출하였다(송원근 2009, 2).

2009년 11월에 있었던 하원의 통상 관련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레빈 무역

소위원장과 랭글 세입위원장은 자동차와 쇠고기, 냉장고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빈 의원은 더

나아가 한미 FTA의 경우 부속 협정문을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협정문

본문 수준에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재협상을 통한 한미

FTA 협정문 원안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신승훈 09/11/20).

반면 미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베이너(John Boehner)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면에는 2010년 초에는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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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4백억 달러 이상의 수출과

3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

통령이 다가올 새해의 국정 연설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연합뉴스 09/12/12).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국정 연설에서 자유무역협

정에 대한 진전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 서면을 보내고 한 달 여의

시간이 지난 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27일 연두 교서를 통해 한

미 FTA를 비롯한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소신을 새로이 밝혔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저는 심각한 경기 후퇴, 붕괴 직전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과중한 채무에 허덕이는 국가 재정으로 인해 경제가 휘청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으

로 취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파를 초월하여 만약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제 2의 공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리

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최악의 폭풍은 지나갔습

니다 […] 우리는 미국 상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제품을 생

산하여 다른 나라에 판매할수록 바로 이곳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향후

5년 간 수출을 두 배로 늘려 200만 개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 우리는

경쟁국들과 마찬가지로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있을 때 미국만 방관하고 있다가는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기

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익들을 실현하는 것은 협정을 시행하여 미국

의 교역 상대국들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도하 무역협정(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성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으며, 아시아 및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White House 10/01/27).

2010년 연두 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미국에 심각한

금융 위기가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임 후 1

년여의 기간 동안 적신호가 켜진 미국 경제에 적극적인 응급 처치를 단

행,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

은 미국 경제의 급한 불은 꺼졌으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대외 무역에 뛰

어들 것을 천명하였고 경쟁을 통해 수출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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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히 FTA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및 파나마, 콜롬비아 등의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피력하였다.

신년 국정 연설 이틀 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오바

마 대통령은 한국을 특정하여 무역협상을 통한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한

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3개

국과 체결한 FTA의 비준을 의회에 요청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한·EU FTA를 예로 들며 비준을 계속 미루다가는 EU가 미국보다 먼저

한국 시장에 진입하여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이

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무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비준의 추진은 협상의 내용이 정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White House 10/01/29). 그간 한미 FTA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

던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2월 9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등

과 체결한 FTA가 연내에 의회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 다만 “사소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확인하였다(연합뉴스 10/02/11). 한미 FTA 본협상의 내

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여전히 고수되었으나 오바마 대통령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아 밝힌 것은 처

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미 FTA의 비준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

는 전망도 가능하였다.

곧이어 2010년 3월 한미 FTA 협상의 실질적 진행을 도맡고 있는 무

역대표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

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대외 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기존의 협정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한

미 FTA와 관련해서는 비준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의 무역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USTR

2010, 142-144).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

를 분명히 밝혔지만 자동차 부문을 비롯한 쟁점 현안의 협상 내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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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고서는 한미 FTA를 비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

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 FTA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일부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새 민주 연합(New Democrat Coalition: NDC)은 커크 무역대표

부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참석한 31명의 의원들

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지

지를 표명하였다. 자동차 업계의 불만을 의식하여 그간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날을 세워 온 민주당 내에서 한미 FTA의 진전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드러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 내 주

류 정서는 부시 행정부 때 체결된 한미 FTA 합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더욱 가까웠다(연합뉴스 10/02/09).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실업의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는데 이처럼 미국의

경제 회복을 우선시하는 상황 하에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 대한 업계

의 불만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김기홍 2012, 41). 미국 자동차 산

업계는 금융 위기로 인하여 치명타를 입었으며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

형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한미 FTA 협상문 원안의 자동

차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와 같은 주장은 미

국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미 의회에서도 역시 이 같은 미국

내 분위기가 반영되어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한미 FTA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초당적으로 제기되었다(서진교·이준원

2011, 3).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비준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그간 자동차 분야를 비롯하여 부시 행정부

당시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의 일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끊

임없이 주장해 왔던 미국은 마침내 재협상을 위한 물꼬를 트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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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6일 토론토에서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

상회담에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의의 개시가 공론화 되었

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공동 기

자 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무역대표부

가 한국의 협상 담당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시점이 되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사실을 밝혔

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에 방한하기 전까지 관련한 모든 일들이

정리되기를 바란다. 이후 수개월 내에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한

다”는 말도 덧붙였다(White House 10/06/26).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커크 대표에게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다시 회동하게 될 때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미해결 쟁점 현

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Cooper et al. 2011, 2).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

개월 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여 비준 요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한미 양국 간 재협상을 촉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0년 7월부터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비공식협의를 진행하였고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얼마

앞두지 않은 10월 하순부터는 더욱 집중적으로 협상에 돌입하였다(서진

교·이준원 2011, 3).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의회 인준 일정을 공식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미국 내 산업계와 의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였다. 민주당 소속의 미 하원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

슬러터(Louise Slaughter) 의원은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 문제를 겪

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미

국 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은 의회와 협력하여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협정의 내용

상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지 않을 경우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Slaughter 10/06/28). 미 최대 노동

조합인 전미노조(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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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Organization: AFL-CIO) 또한 현 상태의 한미 FTA 비준 추

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불균형한 시장 접근 조항과 더불

어 투자, 정부 조달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내용 보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12) 미국 섬유업계도 한미 FTA를 다시 진행하게 될 경우 재협상

을 통해 섬유 교역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국민일보 10/08/08).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 추진 결정에 대하여 특히 미 자동차

산업계의 반발이 유독 거셌다. Ford를 중심으로 한 UAW는 미국의 자동

차 회사들이 금융 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한국 정부

의 지원을 받는 한국산 자동차에 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되면 한미 간 자

동차 무역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 업계

에 대한 미국 시장의 현행 관세가 폐지될 경우 이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내수 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UAW

는 한국산 픽업트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 업체들의 국내

시장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실업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큰 우

려를 표하고 25%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GM과

Ford, Chrysler 등을 대변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AAPC)의 콜린스(Stephen Collins) 대표는

“한국은 나쁜 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산 자동

차가 수출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 시장에 대한 외국 자동차 회사

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AAPC는 기본적으로 자유무

역협정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이것(한미 FTA)만큼은 실패”라며 비난

의 목소리를 높였다(머니투데이 10/07/02).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미 노동계

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

상에 대한 노동계의 지지를 얻고자 미국 내 노동조합들에게 새로운 무역

12)AFL-CIO. 2010. “Statement by AFL-CIO President Richard Trumka on

the U.S.- South Korea Trade Agreement.”

http://www.aflcio.org/Press-Room/Press-Releases/Statement-by-AFL-CIO

-President-Richard-Trumka-on-t17(검색일: 2017.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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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한국과의 FTA에 반감을 갖고 있는 노동 계층에 적극적으로 성

의를 보인 것이다(Wall Street Journal 10/08/04).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

한 일련의 노력은 재협상을 시사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 일정을 제시한

것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에 더욱 진지하고 능동적인 자세

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2010년 8월 6일 현지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

서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방한 전까지 기존 한미 FTA 협상안의 내용

보완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자

동차와 쇠고기 이외의 분야까지 모두 검토하고 협상에 나서기에는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시

사 이후 제기된 섬유 업계의 무역 불균형 시정 요청과 AFL-CIO의 투

자, 정부 조달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내용 보완 요구에 대한 대답이었

다. 따라서 향후 미국 협상단은 자동차 부문과 쇠고기 부문에 관한 기존

협상안 내용의 보완에 중점을 두고 한국과의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국민일보 10/08/08).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서둘러 진행하고자 한 데에는

한국 측에 제시한 재협상 일정을 맞추고자 하는 목표와 더불어 2011년 7

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던 한·EU FTA가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미 FTA를 지지하는 세력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를 통

해 미국이 얻게 될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EU FTA 발효로 인하여 한국 시장을 EU에 빼앗기게 될 지도 모른다

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Cooper et al. 2011, 3). 공화당 소속의 미 하원

세입위원회 캠프(Dave Camp) 의원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산업계와 노동자들이 수출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며 EU가 한국 시장

을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한미 FTA보다 한·EU

FTA가 먼저 발효되면 미국의 손실액이 11억 8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

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었다(권오승 2010). 이에 따라 2010년 10월 6일

에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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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를 신속하게 성사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였다(Cooper et

al. 2011, 3).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서울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금

융, 투자, 섬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관련 조항의 수정 요

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측과 약속한 11월까지 쟁점

들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양국 간 재협상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 국한하여 진행할 것임을 또 다시 천명하였다.

무역대표부는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에 역점을 두고 한국 측과 협의하게

될 협상 내용의 구상 작업을 이미 끝냈으며 마란티스 부대표가 10월 중

한국 협상 대표와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오승

2010).

한미 양국의 협상 실무자들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

두고 10월 하순부터 더욱 집중적으로 협상에 돌입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하였다(서진교·이준원 2011, 3). 한미 간 자동차 무역

불균형의 해결 방안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에 대한 의

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당초 협상 일정을 넘기게 된

것이었다(국제신문 10/12/04). 한미 양국 정상은 기한으로 정했던 2010년

11월 11일 G20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가

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

다.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정상이 각국 협상 담당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White House 10/11/11).

다음 날인 11월 12일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

회견을 통해 2010년 6월 토론토에서 이루어졌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두

드러진 결과를 내지 못한 반면 서울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진

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한미 양국이 합의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고 의

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단지 협정 발표만을 위해 한미 FTA에 서명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

며 미국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수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 미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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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임하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발표에만 그쳤던 이전의 협상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아무런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재협상을 통해

미국 제조업체들의 실익 추구를 도모할 의지를 보였다. 특히 오바마 대

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논의에서 쇠고기보다 자동차가 더 큰 문

제였음을 밝히면서 미국의 여러 제조업 가운데서도 자동차 산업의 이해

관계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40만 대의 한국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가 수천 대밖에 수입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비관세 장벽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비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는 미국 내 여론의 우

려를 전달한 것이다(White House 10/11/12).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타결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미

의회는 한국 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레빈 의원과 차기 위원장으로 내

정된 공화당의 캠프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 측이 시장을 개방하

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협상에 있어서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 밝혔다. 또한 2009년 한 해 47만 6천 대의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된 데 비해 미국은 고작 6천 대밖에 수출하지 못

했다면서 다른 어떤 쟁점들보다도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Levin and Camp 10/11/11).

백악관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에 불발된 한미 FTA에 대하여

2010년 11월 17일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깁스(Robert Gibbs)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

지 못한 것은 미국이 예상하고 있던 “최상(best)의 협정”이 아니었기 때

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 측과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했으

나 미국의 이익에 최우선으로 부합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없었기에 최종

적으로 합의가 불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깁스 대변인은 한국과의 협

상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

미 FTA가 비준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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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White House 10/11/17).

백악관에서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쇼드(Mike

Michaud) 의원이 이끄는 미 하원의 무역작업반(House Trade Working

Group: HTWG)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문제의 해결을 위

해 의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구하였다(세계일보 10/11/20). 미쇼

드 의원을 필두로 한 무역작업반 의원들은 한미 FTA 승인을 결정하기

에 앞서 그들이 중점적으로 고려 중인 일련의 수정 권고 사항들을 오바

마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상호주의를 통한 미국

제조업계의 활성화, 중소 규모 제조업체들의 수출 기회 증대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Cooper et al. 2011, 23).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와 쇠

고기 조항 외에도 노동, 투자, 금융 관련 조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원들의 입장을 전해 듣고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의

수정을 한국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의 진행은 의회에서의 비준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

명히 하였고 한미 FTA 협상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세계일보 10/11/20).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대로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미

양국은 워싱턴 인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드디어 한

미 FTA 재협상이 타결되었다. 주지하듯 재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내 섬

유, 노동, 환경, 금융, 투자 등 산업 전 방위에 걸쳐서 수정 요구가 제기

되었으나 미국 협상단은 자동차와 쇠고기 수입 문제에만 국한하여 협의

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이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관

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하여 결국 재협상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쟁점이 주로 논의되었다(대외경

제정책연구원 2010, 2). 이명박 행정부는 2008년 당시 한미 FTA와는 별

개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

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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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게 된 경험이 있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쇠고기 수입 확대 문

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의 쇠고기

업계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래 한미 FTA가 이행될 경

우 얻게 될 기대 이익을 고려하여 대체로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의사

를 표명해 오고 있었다(Cooper et al. 2011, 1). 한미 FTA 본협상 타결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 FTA 협상 내용을 비판해 온 자동차 업계와는 입

장이 달랐던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된 12월 3일 한미 양국의 협상단은 협상 결

과를 정리한 합의 요지를 작성하였고 이틀 뒤 재협상 결과를 동시에 발

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재협상 결

과를 각각 자국 정부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은 뒤 공식 발표

하기로 한 한국 협상단과의 동시 발표 약속을 깨고 자동차 부문과 관련

한 주요 협의 내용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하였다(헤럴드경제

10/12/06). 한미 FTA의 개요와 경제적 가치를 개괄한 보고서와 함께 한

미 FTA 재협상의 결과로 자동차 관련 조항이 개선되어 미국산 자동차

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고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가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발표된

것이다(White House 10/12/03a). 무역대표부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자동차 부문의 협상 결과를 미리 밝힌 것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의회와 자동차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

도 하였다(헤럴드경제 10/12/06).

2010년 12월 5일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발표를 완료하

였으며 같은 달 공개된 협상 관련 보도 자료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2007

년에 작성된 기존 합의문에 대한 개정 협의를 ‘보완협상’(supplemental

agreement)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 통상 분야의 전문가들은

기존 협정문에 수정을 가한 것을 보완협상으로 표현한다는 사실로 미루

어 봤을 때 개정된 2010년의 협정은 2007년에 합의되었던 기존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미 FTA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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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기존 협정문 원안에 몇 가지 중요한 수정 사항들

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고 이러한 변경 내용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조항

의 수정이 주로 포함되었다(Cooper et al. 2011, 4-5).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부문은 한국과 미국

의 협상 담당자들이 봉착한 가장 어려운 쟁점이었다(Cooper et al. 2011,

4). 2010년 12월 한미 양국은 별도의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무역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백악관은 2007년에 타결된 한

미 간 협상의 경우 미국 내 자동차 업체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었다(White House 10/12/03a). 오바

마 대통령은 기존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 관하여 만족스러

운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문 원안의 수정이 불가피했으며 이에

따라 한미 FTA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새로운

판을 짤 필요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Cooper et al. 2011, 17).

주지하듯 한미 FTA 재협상은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의

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미국 측이 한미 FTA 본협상 과정에서부터 불만의 목

소리가 높았던 자동차 부문의 협상 내용을 주요 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

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반면 한국 정부의 경우 재협상 당시 미국

측에 명확한 수정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협상에 돌입한 것은 아니었다

(김관옥 2011, 11).

제 2 절 한미 FTA 재협상의 내용

한미 FTA 기존 협상문의 내용과 재협상을 통해 변경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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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본협상 2010년 재협상

미국 측

요구사항

(자동차)

승용차

한국, 관세 8% 즉시 철폐

미국, 3,000㏄ 이하 관세 2.5%

즉시철폐 / 3,000㏄ 이상 관세

2.5% 3년 내 철폐

한국, 관세 8%→4% 즉시 인하

후 5년차에 철폐

미국, 관세 2.5% 5년차에 철폐

픽업트럭

(화물자동차)

한국, 관세 10% 즉시 철폐

미국, 관세 25% 9년 간 균등 철

폐

한국, 관세 10% 즉시 철폐(원안

유지)

미국, 7년차까지 관세 25% 유지

후 8년차부터 균등 철폐하여 10

년 차에 철폐

전기차
한국, 9년 간 관세 균등 철폐

미국, 9년 간 관세 균등 철폐

한국, 관세 8%→4% 즉시 인하

후 2년차부터 균등 철폐하여 5

년차에 철폐

미국, 관세 2.5% 균등 철폐하여

5년차에 철폐

세이프가드

(긴급수입

제한조치)

세이프가드 규정 없음

한미 양국에 상호 적용되는 세

이프가드 규정 신설

관세 철폐 후 10년 간 적용 가

능

발동 횟수 제한 없이 최대 4년

간 고율의 관세 부과 허용

안전기준

연간 한국 판매량이 6,500대 이

하인 미국 제작사에 한해 미국

안전기준 인정

미국 안전기준 인정 미국 제작

사 기준대수 2만 5,000대로 확대

환경기준 연비·CO₂ 기준 없음

2009년 기준 연간 한국 판매량

이 4,500대 이하인 미국 제작사

에 한해 19% 완화된 연비·CO₂

기준 적용

한국 측

요구사항

(자동차

외)

돼지고기

미국산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 관세 25% 2014년 1월 1일자

로 철폐

미국산 냉동 기타 관세 철폐 일

정 2016년 1월 1일로 2년 연장

의약품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1

년 6개월 간 유예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

무 이행을 3년 간 유예

L-1비자
미국 내 한국 업체 파견 근로자

에 대한 기업 내 전근자 비자

L-1비자 유효기간 신규 지사 창

설 시 1년→5년, 기존 지사 근무

[표 1] 한미 FTA 본협상과 재협상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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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규정 없음 시 3년→5년으로 연장

출처: 외교통상부(2011), 곽수종(2010)에서 재정리.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요구 사항은 다분히 자동차

관련 조항의 수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었으며 이와 같은 미국 협

상단의 뚜렷한 목표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반면 한국 측은 돼지고기 수입 관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미국 내 주

재원 비자 기한 등 제한된 분야에서 선호를 반영하는 데 만족해야만 했

다. 미국 측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관련 이슈가 한미

FTA 재협상에서 그 어떤 의제보다 핵심적인 쟁점으로 논의되었고 쉽지

않은 협의 끝에 미국 협상단은 본협상에서 합의된 수준과 비교했을 때

미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 속도는 더욱 늦추고 개방의 폭 또한 축소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 협상단의 경우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

간 연장 및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유예 기간 연장, 미국 내 주재원 비

자 유효 기간 연장 등 미국 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소한 성과를 얻는

데 그쳤다.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 본협상과 2010년의 재협상 내용 중 자동

차 부문의 협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선 한미 양국의 자동차 관세를 규

정하는 조항들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기존 합의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3,000㏄ 이하 중소형 승용차에 대해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를 초과하는 대형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는 2

년 간 균등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협상을 통하여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의 수입 관세 철폐 기한을 배기량 크기와 관계없이

5년으로 일괄 연장하게 되었다. 본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산 승

용차에 부과하던 8%의 관세를 한미 FTA 발효 후 즉시 철폐하게 되었

으나 재협상에서는 8%의 관세를 4%로 즉시 인하한 후 발효 5년차에 철

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픽업트럭의 경우 당초 미국은 기존 관세율 25%를

협정문 발효 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

러나 한미 FTA 재협상으로 발효 후 7년차까지 25%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협정문 발효 8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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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에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게 되었다. 한국

의 경우 2007년 본협상에서 미국산 픽업트럭에 부과하던 1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고 2010년 재협상에서도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미 FTA 협상문 원안에서 한미 양국은 전기차와 하이브리

드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를 10년 이내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협상 결과 양국 모두 협정이 발효되고 5년째 되는 해 관세를 완전 철

폐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는 발효일을 기준으로 관련 수입 관세를

8%에서 4%로 즉시 인하하는 조건이 덧붙여졌다.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의 경우 기존 협정문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재협상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모두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규정이 도입되었다. 자동차 부문의 세

이프가드는 각국에서 해당 관세가 완전 철폐된 이후 10년 간 발동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서 15년 간, 한국산 픽업

트럭을 대상으로는 향후 20년 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되

었다. 한미 양국은 최대 4년 간 일부 자동차 제품에 대해 한 번 이상 세

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고율의 관세 부과도 포함하였

다. 안전 기준과 관련한 조항에 있어서도 수정이 가해졌는데 당초 한국

은 한국 시장에 연간 6,500대 이하를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 업체에 한해

미국 내 안전 기준 준수가 인정될 경우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도 준수하

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협상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제

작사 별 자가 인증 기준을 2만 5,000대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 2007년

의 한미 FTA 자동차 부문 협상에서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은 논의되지 않았으나 2010년 재협상을 거치면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한

국 시장에서 4,500대 이하를 판매한 미국 자동차 업체의 경우 연비 및

배기가스 등과 관련한 한국 목표의 119%만 달성하면 한국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하게 되었다(외교

통상부 2011).

기존 협정문에서 합의된 수준과 비교했을 때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승용차와 픽업트럭, 전기차 품목 전반에서 한국의 시장 개방 속도

가 미국에 비해 더욱 빨라졌으며 개방의 폭 역시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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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세 관련 조항들이 조정되었다. 또한 한국에 비해 미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승용차와 픽업트럭의 경우 한미 양국에서

기존 관세의 인하 및 철폐 시기가 함께 연기된 반면 미국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전기차 품목의 관세 철폐 시기는 크게 앞당겨졌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었다(손기윤 2011b, 436-437). 한미 FTA 본협상에

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세이프가드 규정의 경우 한미 양국 모두가 발동할

수 있는 조치였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량보다 한국의 대미 자동

차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더 유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안전 기준에 있어서도 재협상을 거치면서 한국이 미국 내

기준에 맞춰 자가 인증을 하도록 허용하는 미국산 차량의 수를 대폭 늘

리게 되어 미 자동차 업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김

기홍 2012, 39).

미국 측의 요구가 대부분 자동차 분야에 반영되었다면 한국 측의 선

호는 그 외의 분야와 닿아 있었다. 한미 FTA 본협상에서 한국은 목살과

갈비살 등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2014년 1월

1일자로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재협상을 통해 2016년 1월 1일로 관세 철

폐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와 연관

된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경우 한국은 당초 협정문에서 관련 의무의 이

행을 1년 6개월 간 유예하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협상을 통해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거치

면서 미국 내 한국 지사에 파견되는 근로자에 대한 L-1 비자의 유효 기

간이 연장되었는데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지사를 신규로 창설할 경우 1년

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에 근무하고 있을 시 3년에서 5년으로 비자 유

효 기간이 각각 연장되었다(외교통상부 2011).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이 부시 행정부가 타결한 한미 FTA 협상문 원안

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온 것은 한국 시장으로의 수출 측면에

대한 우려도 물론 한 몫 했지만 무엇보다 한미 FTA로 인하여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수입을 적절히 규제하는 데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기존 협상 결과와 관련하여 승용차보다 픽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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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 부문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셌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최원목

2009, 141). 2010년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측면에 대한 미국 자동차 산업계의 이러한 우려와 불만이

잘 반영된 수정 합의안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미

FTA 재협상은 결과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미국 측의 이해관계가 일

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았다. 한국 정부는 재협

상 과정에서 한국 역시 돼지고기, 의약품, 파견 근무자 비자 등과 관련하

여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 최소한의 이

익 균형을 확보했다고 피력하였으나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미 양

국이 상호 이익을 도모했다기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인 이익

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평가였다(김기홍 2012, 40-41).

제 3 절 오바마 대통령과 미 자동차 산업

한미 FTA는 2007년 한미 양국이 본협상을 타결 짓고 뒤이어 미국 민

주당 주도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협상까지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

한 가운데 2010년 하반기 오바마 행정부의 주도 하에 재협상이 추진되었

고 마침내 한국과 미국은 또 한 번의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한미 FTA 재협상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대선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타결한 한미 FTA에 관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인식을 공

공연히 드러내 왔으며 특히나 자동차 분야의 협정 내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금융 부문에서 촉발된 2007년과 2008년의 경제

위기 국면 역시 갓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

통상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 오

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미국 산업 전반에 대규모의 경기부양 자금

을 지원하고 대대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기 타개를 위해 각고

의 노력을 다한 끝에 경제 위기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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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 문제는 장기화될 조

짐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미국 정부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게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미국 내부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정책의 우

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한미 FTA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기되기 시작하였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러한 인식에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을 비

롯한 아시아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

무역정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 시장

에서 역내 자유무역 지대를 구상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선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미국 실물 경제의 위축 국면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었다(김영민·김재천 2011, 97). 이와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하듯 무역대표부가 2010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

적인 해외 시장 공략 계획 및 미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야기하는 경

쟁에 대한 규제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다(USTR 2010). 더욱이 세계 경제

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부상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이고 경

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에게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 한미

FTA의 새로운 진행은 오바마 행정부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

미국의 국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인식되었다(정진

영 2011, 3).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경기 추락의 급한 위기가

한 풀 꺾이게 되자 미국 쪽에서는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 한미 FTA의 진전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7년의 한미 FTA 협정문 원안 그대로 비준 절차에 들어가

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던 바가 아니었다. 오바마 대통

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자동차 부문의 협상 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당시 미

국 자동차 업체들은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하여 회생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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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문제 또한 심각한 지경이었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도 동

시에 교역 결과 자체의 상호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무역정책 기조를 천

명해 온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 비준을 추진하기에 앞서 한미 간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미 FTA에 접근하였

다.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민주당 경선 당시 승리를 위해 미국 자동차 산

업과 철강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건·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 주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

내용을 강하게 비난하였으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도 한미 FTA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지만 부시 행정부에서 타결된

기존 협상의 경우 미국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

다고 지적하면서 2007년 본협상 원안 그대로 비준 절차에 돌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김영민·김재천 2011, 98-99). 그러므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와 같은 그간의 입장을 전환하여 한미 FTA 비준을 본격적

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 등 한미

FTA를 반대해 온 자신의 지지 기반 세력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였다. 특히 금융 위기가 산업 전반을 강타하기 전에도 미국

자동차 산업계는 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였는데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하여 미국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파산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한미

FTA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

이 한미 FTA를 다시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간 자동차 무역

의 불균형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미 FTA

협상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동차 산업계 등 대선 당시 자신

에게 지지를 보낸 계층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측에 요구하여 한미 FTA 재협상을 밀어 붙이게

되었고 결국 한미 FTA를 반대했던 자동차 산업과 노조를 설득하기에

한층 용이한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자동

차 산업의 이해를 한미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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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내 자

동차 산업계 전반에 뚜렷한 성의를 보이게 된 것이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소 곤란하게 하면서까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 데에는 향후 미국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

준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함께 깔려 있었다.

미국의 정치 제도 하에서 무역정책과 관련한 국내 정치적 상황들은

미국 무역정책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

해 왔다. 1974년 무역법 이후 의회가 무역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부의 정

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감독을 점차 강화함에 따라 미국

내 각 사회 세력들의 이익이 미국 정부가 체결하게 되는 무역협정들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백창재 2015, 175-176).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무역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의회 또한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해 왔

다(김영민·김재천 2011, 89). 역사적으로 미국의 지난 행정부들은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

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최병일 2009, 201) 실제로 지

금까지 미 의회에 상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경우 대부분 비준 절

차를 통과하였다(성한경 2007, 1). 이는 곧 자유무역협정이 무사히 발효

되기 위해서는 협상 상대국들 간에 협의를 원만히 타결 짓는 것만이 능

사가 아니라 비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회를 통로로 삼은 미국

내 이익집단과 사회 세력들의 의견이 협정 내용에 일정 부분 반영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뜻하였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의 NAFTA 비준이 관련된 좋은 예다.

NAFTA는 당초 1992년 8월에 타결되었는데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

던 클린턴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NAFTA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이

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백창재 2015, 175). 1992년 민주당 예비 선거 기간

중 클린턴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보호주의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

던 타 후보들과 스스로를 차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의지

를 드러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노동계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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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에 대해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Palazzolo and

Swinford 1994, 3-5; 백창재 2015, 136에서 재인용). 대선 기간 중 클린

턴은 NAFTA를 통하여 북미 대륙의 경제 통합을 추구한다는 발상에 대

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으나 노동단체와 환경단체를 의식한 나머지

당시 부시(George H. W. Bush) 행정부가 협상하고 타결한 NAFTA를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비준할 수는 없으며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관

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

이었다(백창재 2015, 136-137).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후 실제로 노동과

환경 분야의 협의 내용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였고 이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의견 조율을 거듭한 끝에 1993년 8월 12일 NAFTA 보완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클린턴 행정부는 미 의회에 NAFTA

이행법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의 의회는 체결이 완료된 무역협정을 비준하기에 앞서 재협상과

보완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여 무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미국 국내 이익

집단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조성하

곤 하였다. NAFTA 협상과 비준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무역

정책 결정 체계에서 사회 내 여러 세력들과 미 의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백창재

2015, 176). NAFTA 협상과 관련하여 클린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러

정황상 한 국가의 원수로서 이미 공식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진 협정을 비

준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클린턴은 대선 캠페인 당시 노

동조합과 환경집단을 비롯한 민주당 지지 세력의 표심을 의식하여 공화

당 행정부 때 타결된 NAFTA의 협상 내용에 반대를 표했기 때문에 원

안 그대로 아무런 부가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의회에 비준을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각각 선거를 앞

두고 있던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면서까지 보완협상을

밀고 나갔고 노동과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미국 내 사회 세력들을 위한 일정한 양보를 얻어낸 뒤에야 NAFT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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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였다.

의회 내 분위기를 가늠하였을 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의회에 섣불리 이행법안을 상

정하지 않았던 미국의 지난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 역시

비슷한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은 NAFTA 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내 사회 세력의 주목을 받고 있었

던 환경과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완 절차를 거치고 난 뒤

NA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던 유사 선례를 따라 한미 FTA에

있어서도 재협상을 추진하여 기존 한미 FTA 협상 내용의 수정과 보완

을 시도하였다.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2007년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미 의회에 안심하고 상정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상태

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자동차 산업과 노동계 등의 지지

표를 의식하여 한미 FTA를 반대했기 때문에 당선 이후 비준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한미 FTA 원안 그대

로 비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이

NAFTA 비준 전에 보완협상이라는 강수를 두었던 전례를 따랐다. 한미

FTA의 비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요청하여 새로이 재협상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낸 소기

의 성과로 말미암아 향후 한미 FTA의 의회 비준 과정에 있어서 보다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의 수월한 비준 동의를 위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자동차 산업

계와 노동계, 그리고 의회의 지지를 얻어야 했으며 과거 대선 당시 한미

FTA를 비판하였던 자신의 태도 변화를 정당화 할 명분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도한 바대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하여 한국에

대해 상대 이익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업계뿐 아

니라 미 의회를 비롯한 여타 국내 정치 세력에 대한 정치적 돌파구를 마

련하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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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미 FTA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온 것이나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과의 동시 발표 약속을 어긴 채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먼저 발표한 일 등은 한미 FTA에 대한 미국 국내

세력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

된 행보라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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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미 FTA 재협상의 결과

제 1 절 한미 FTA 재협상의 평가

한미 FTA 재협상의 타결 소식을 누구보다 환영한 것은 다름 아닌 오

바마 대통령이었다. 재협상 타결에 대한 백악관 성명 발표 자리에서 한

미 양국 모두에게 “윈-윈”(win-win)이며 한미 간 동맹 관계가 더욱 확

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힌 오바마 대통령은 수정된 한미 FTA

가 이행될 경우 미국의 수출액이 연간 110억 달러까지 늘어나고 최소 7

만 명의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덧붙였다. 오

바마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수출을 향후 5년 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

언해 왔는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미 FTA 재협상의

타결이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나 미국 자동차 산

업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업체들이 한미 FTA 재협

상의 타결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미 간에 공정한 무역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다

(White House 10/12/04a).

미 의회도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실

업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의 타결에 대체로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협상 타결 이후 한미 FTA에 반대하던 일부 의

원들의 기세는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2007년

에 타결된 기존 협상안의 자동차 관련 조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 왔던 미시건 주 출신의 레빈 의원이 보인 입장 변화는 주

목할 만한 것이었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역협정과 관련하

여 민주당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레빈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한미 간 무역이 일방 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변

화해 나가는 극적인 첫걸음”이라고 표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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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자동차 분야를 비롯한 미 제조업계의 일자

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레빈 의원은 국제적인 규칙에

기반을 두는 무역 체계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재

협상에 지지를 표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Levin 10/12/03).

하원 세입위원회 캠프 의원과 무역소위원회 브래디(Kevin Brady) 의

원 역시 재협상된 자동차 관련 조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먼

저 미시건 출신으로 공화당에 몸담고 있는 캠프 의원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 기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칭하면서 재협

상이 한국 자동차 시장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

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의 결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

국 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며 미국 내 근로자들이 양질

의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 및 의회 구성원들과 초당적인 자세로 협의를 진행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브래디 의원 역시 미국 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의 타결을 환영하였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하여 한미

양국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짐은 물론 수출량의 증가로 미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Camp and Brady 10/12/03).

그러나 공정 무역 어젠다를 추진하면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데 앞

장서 왔던 민주당 소속의 미쇼드 의원은 재협상 합의안에 대해서도 여전

히 강력한 반대를 표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회 내에서 세력을 결집해 한미 FTA

재협상의 비준을 저지할 뜻을 내비쳤다. 미쇼드 의원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하여 기존의 합의안이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망스럽게도 재협상은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

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이외의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과”

를 가져오게 되었다(Cooper et al. 2011, 23).

한미 FTA 비준 동의 절차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상원 재무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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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인 보커스 의원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지역구를 의

식한 듯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제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New

York Times 10/12/03). 재협상의 결과 한미 FTA에 대한 의회 내 분위

기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향후 상원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의 처리를 주관하게 될 재무위원장이 한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미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

다(곽수종 2010, 3).

미국 내 다양한 분야의 산업 기관들은 2007년에 타결된 기존 협상에

대하여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2010년 재협상을 통해 도출

된 합의안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Cooper et al. 2011,

22). 기존에 한미 FTA를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도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분

명히 하였다.13) 당초 디트로이트 3대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 2007년에 합

의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하여 의견이 갈렸는데 Ford와 Chrysler는

기존 협상 결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GM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Cooper et al. 2011, 22).14) 하지만 Ford의 멀랠리(Allan

13)미 자동차 산업은 그간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 자동차 업체들과 벌여야 하

는 경쟁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개정된 2010년 협정으로 인하

여 2007년 원안에 명시된 것보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수입 관세가 유지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협정문 발효 후 10년째 되는 해에 완전히 철폐되기

전까지는 25%의 픽업트럭 관세를 한미 FTA 발효 이후 7년차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주요하게 작

용하였다(Cooper et al. 2011, 22).

14)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미국 내 자동차 산업과

노동계는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발생하게 될 이익에 대해 논하면서 “불

균형”하다는 표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는 한미 양국이 2007년 6월에 마

무리 지었던 한미 FTA 본협상 협정문 원안에 한국 측의 정책 시행을 규정

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무수히 많았던 것에 비해 관세 철폐 문제를 제외하고

는 미국 측의 정책에 요구되는 조항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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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ally) CEO는 한미 FTA 재협상 이후 새로이 수정된 협정문으로 인

하여 향후 Ford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 FTA에 반대했던 그간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다. 그는 한미 FTA 본협상의 결과를 개선하고 한국 자동차 시

장을 개방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에 감사를

표하며 수정된 한미 FTA 재협상 합의안의 요강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White House 10/12/03b). 2007년에 합의된 한미 FTA 협상 결과

에 반대를 표했던 Chrysler 역시 재협상 이후 한미 FTA를 지지하는 입

장으로 돌아섰으며(Cooper 2014, 6) GM과 Ford, Chrysler 등을 대표하

는 AAPC도 한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위해 노력한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얻게 될 실질적

혜택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White House 10/12/04b).

재협상이 추진되기 전까지 한미 FTA에 반대했거나 혹은 반대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었던 대형 자동차 기업들과 달

리 미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2007년 본협상과 추가협상을 거쳐 기

존 합의안이 작성되었을 때부터 한미 FTA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자동

차 부품 업체들은 한국의 거래처와 수출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기

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기존 한미 FTA 협상안에 대한 미 자동차 산업의

견해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노조화 된 미국 국내 자

동차 산업계가 직면하게 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 미

국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 세계 시장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한미 FTA를 통하여 논의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사안이었다. 디트로이트 3대 자동차 회사가 미국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차 생산에 특화된 업체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 내 자동차

시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의 현저한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한미 FTA를 발판으로 삼아 한국 시장에서 아주 제한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

보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쉽게 확신할 수 없는 문

제였다.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듯 Ford와 Chrysler는 한미 FTA 본협상 결과

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GM의 경우 한국 내에서 그들의 세계 전략과

부합하는 확고한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한미 FTA 기존 협상안

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다(Cooper et al. 20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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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공고했기 때문에 한미 FTA에 찬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으

며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도 물론 지지를 보냈다(Cooper et al. 2011,

22).

한미 FTA 재협상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향이 있는 노조집단 내에서도 한미 FTA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 자동차 업계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

직인 UAW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성

명을 통하여 재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에 협의된 자동차 분야 관련 조항

의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한국경제 10/12/05).15) 이처

럼 한미 FTA 재협상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UAW는 사실 재

협상 타결 전까지 한미 FTA에 적대감을 드러내 온 대표적인 반대파 중

의 하나였다(Cooper et al. 2011, 23). 그러나 UAW의 킹(Bob King) 의

장은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환영하며 이로 말미암아 미국산 자동차

의 한국 수출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간의 태도를 전

환하였다. 그는 수정된 한미 FTA 협정문이 “자동차 노조원들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FTA를 지

지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위해 기존의 일자리는 지키면서 새

로운 고용을 창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미 FTA가 이를 가능하

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킹 의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협상

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전의 다른 그 어떤 행정부들보다 자동차 노조의

입장과 관심을 고려”하였다고 덧붙였다(New York Times 10/12/08).

15)2007년에 합의된 기존 협상안대로라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들이 곧

폐지 수순을 밟았어야 했으나 2010년의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산 승용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4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25%의 관세 역시 6년간 유지하게 되었다. 재협상을 통한 이러

한 성과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입장을 긍정적인 방향

으로 변화시켰다. 일각에서는 UAW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하여 지지 결

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GM과 Chrysler를 대상으로 구제금

융 투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보답적인 측면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주

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New Yrok Times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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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식품상업노조(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International Union: UFCW)는 2010년 12월 8일 UAW에 이어 노동조합

으로서는 두 번째로 한미 FTA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

였다(Inside U.S. Trade 10/12/09).16) UFCW는 재협상 타결 이후 한미

FTA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밝힌 공개 성명에서 한미 FTA의 결과 미국

육류 수출 산업 부문에서 약 2만 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UFCW 구성원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전하면서 협상 타결의 결과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기대

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들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노동

자들과 제조업자들에게 더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동

차 산업 부문의 협상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을 아끼지 않았다”며 한미 FTA 재협상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17)

한편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SW)의 제럴드(Leo

Gerard) 의장은 한미 FTA 재협상 결과가 발표된 뒤 관련 문제를 노조

집행부 회의에서 논의한 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신중한 태

도를 보였다(한국경제 10/12/05). 심층적인 논의 끝에 USW의 공식 입장

은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반대로 귀결되었다. USW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수정안이 기존 합의안에 비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

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철강업계의 지지를 얻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16)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에 부과하는 40%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FTA가 특히 미국의 농업 및 목축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의 점진적 폐지 조항은 UFCW가 본협상과 더불어 추가협상, 그리

고 재협상까지 포함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합의된 한미 FTA를 최종

적으로 수용하고 지지를 표명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New York Times 10/12/08).
17)UFCW. 2010. “UFCW Statement on the Proposed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ufcw.org/2010/12/16/ufcw-statement-on-the-proposed-u-s-kore

a-free-trade-agreement/(검색일: 2017.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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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USW는 재협상에

있어서 대부분의 초점이 “양국 간 협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산업 분

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문의 조항을 논의하는 데 집중”되었고

USW를 비롯한 여타 노조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여러 조항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8)

국제기계항공우주노조(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IAM) 역시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

장을 드러냈다. 의장인 버펜바거(R. Thomas Buffenbarger)는 재협상을

통해 작성된 한미 FTA 협정문을 강한 어조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그는 한미 FTA가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NAFTA와 동일한 체계에서 성립된 결함투성이의 또 다른 협정”일 뿐

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협정은 항공우주 관련 제품의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우려

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버펜바거 의장은 항공우주

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한미 FTA로 인

하여 특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이므로 IAM이 의회 관계자들로 하여

금 비준을 강력하게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19)

미국의 대표적 노동조합인 AFL-CIO는 통상적으로 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하였으나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유독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FL-CIO가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

은 것은 노조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이었다

(New York Times 10/12/08). 그러나 재차 논의 끝에 의견을 모은

AFL-CIO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

18)USW. 2010. “USW Opposes Passage of Revised US-Korea Trade

Agreement.”

http://www.usw.org/news/media-center/releases/2010/usw-opposes-passage

-of-revised-us-korea-trade-agreement(검색일: 2017. 1. 30).

19)IAM. 2010. “IAM Opposes South Korea Free Trade Act.”

https://www.goiam.org/news/iam-opposes-south-korea-free-trade-act/(검

색일: 2017.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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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AFL-CIO의 의장인 트럼커(Richard Trumka)는 우선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하여 새로이 합의된 규정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동

차 산업의 숨통을 틔워 줄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수반되었던 힘겨운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

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한미 FTA에 관한 노조의 우려는 “자동차 업종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UAW의 입장과 거리를 두었다. “불

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한미 FTA가 미국 노동자들의 폭넓은 이익을 보

장하지 못하는 한 FTA에 반대”한다는 것이 AFL-CIO가 밝힌 공식 입

장이었다.20)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큰 틀에서 한미 FTA

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노조의 이해관

계에 따라 대응 방침을 달리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NAFTA로 인하여

이미 미국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AFL-CIO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에도 NAFTA 때와 마찬가지

의 결과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내 노조들은 물론 한국의 민주

노동조합총연맹과도 연합을 하여 한미 FTA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

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UAW와 UFCW는 AFL-CIO의 산하에 있는 단

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재협상을 계기로 한미 FTA

의 적극적인 지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경향신문 10/12/10).21)

20)AFL-CIO. 2010. “Statement by AFL-CIO President Richard Trumka On

Korea Trade Deal.”

http://www.aflcio.org/Press-Room/Press-Releases/Statement-by-AFL-CIO

-President-Richard-Trumka-On-K(검색일: 2017. 1. 30).

21)무역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내 노동조합 사이에서 분열이 발생하는 것은 흔

치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간 미국의 노조들은 일관된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 절차 진행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거

나 저지해 왔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두고 UAW와 UFCW라는

강력한 두 노조가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노조의 입장이 갈라지게

되었다.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유무역에 대하여 미국 노조가

고수해 왔던 종래의 단합된 반대 의견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미국 내 노조의 입장 분열이 한미 FTA의 의회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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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미 FTA 비준의 추진

한미 FTA 재협상의 결과가 공식 발표된 이후 미 의회와 산업계, 노

동조합 등 미국 국내 세력들의 의견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가

운데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 앞장섰던 오바마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성사시키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회에서의

비준 절차 진행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백악관은 의회 구

성원들과 재계 관계자 등 재협상 이후 한미 FTA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각계각층의 반응을 취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고(White

House 10/12/03; White House 10/12/04)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는 UAW를 예를 들어 노조가 무역협정을 지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이라며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호소하

기도 하였다(Washington Post 10/12/06).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외 무

역에 관한 자문 기구인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President's Export

Council)에서 공화·민주를 막론하는 양당의 의회 구성원들이 한미 FTA

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재협상을 거친 후 한미 FTA는

UAW부터 상공회의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사회 전반

을 통틀어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 절차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회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

력할 것이라는 언급도 이어졌다.22) 미국 내 노동계의 내분 양상에 대해

서도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사

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브런디지(Amy Brundage) 백악

관 부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한미 FTA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오바마 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UAW와 UFCW가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노조 간의 분열

이 야기되어 상원과 하원에 포진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견해가 협상의 비

준 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New York Times 10/12/08).
22)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10. “December 9, 2010 President’s

Export Council Meeting.” http://www.trade.gov/pec/(검색일: 2017.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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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UAW를 포함한 노동조합들과 양

당의 의원들, 그리고 Ford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의 경영진들이 지

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Washington Post 10/12/09).

실제로 한미 FTA 재협상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미 FTA 비준에 대

한 미국 내 여론을 크게 개선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정진영 2011,

3). 재협상의 결과로 인해 한미 FTA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민적인 동의

를 구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김영민·김재천 2011, 102). 한

미 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한미 FTA 재협상을 거친

뒤 일정 부분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간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해

온 미 의회 내 여론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공화·민주 양당의 초

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미국 내 의회, 업계, 언

론 등은 재협상 이후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하여 협정을 조속히 이행해

야 한다는 의견에 더욱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서진교·이준

원 2011, 4).

미 의회 내에서 무역협정의 비준을 주관하는 하원의 세입위원회는

2011년 1월 25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향후 한미 FTA 이행법안의 처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공화당 소속의 하원 세입위원장 캠프

의원은 이미 협상 타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비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던

한국과의 FTA를 6개월 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오바

마 대통령이 한미 FTA의 비준 검토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행정

부와 협력하여 비준의 조속한 진행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상

상대국과 이미 협의를 끝낸 FTA의 이행이 계속 늦어지게 될 경우 경쟁

국들의 속도에 뒤처지게 되어 미국의 근로자와 산업 전반이 FTA 체결

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U.S.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11/01/25, 101). 민주당 역

시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였다. 레빈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결과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이 우

려하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조정되었으므로 향후 한미 FTA가 이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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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국 시장 내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U.S.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11/01/25, 6-7). 청문회에 출석한 Ford 측도 레빈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

하듯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한층 용이해

졌다고 밝히면서 한미 FTA 비준을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U.S.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11/01/25, 56-57).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미국 내 사회 세력의 의견에 화답하듯 오

바마 대통령은 2011년 초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 한미 FTA의 조기 비

준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그는 재협상을 거쳐 마무리 된 한

미 FTA를 통하여 미국에서 최소 7만 여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그간 자신이 미국의 근로자들과의 신의를 지

키고 미국 내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역협정에만 서명할 것이라

고 공언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미 FTA가 바로 그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 내 다양한 산업과 관

련 종사자들, 그리고 의회 구성원들로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지지를 받

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 의회에 한미 FTA 비준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White House 11/01/25).

이처럼 미국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미 FTA 비준에 우호적으로 전

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이

유로 한미 FTA를 반대해 온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의 태도가

한미 FTA 조기 비준을 목표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쇠고기 생

산지인 몬태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커스 의원이 축산업계를 의식하

여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반면 미국 내 축산

업 관계자들은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지지하고 있었다. 보커스 의원

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한 여러 제한들을 재고

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한미

FTA 비준의 한 관문인 상원 재무위 위원장이 한미 FTA와 관련하여 견

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은 오랜 기간 지연을 거듭했던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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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절차를 다시금 진행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던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

당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축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는 2008년에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한미 FTA가 발효됐을 때 예상되

는 수출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커스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제한 조치들을 이유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려는 의사가 없음

을 분명히 밝혔다(Washington Post 11/02/02). 보커스 의원은 미국 내

축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한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미국육류협회(American

Meat Institute: AMI)를 비롯한 60여 개 이상의 축산업체 및 축산업 관

련 무역 집단들은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상·하원 모두에 전달하였다. 동 서

한에서 AMI는 한미 FTA가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미국의 쇠고기, 돼지

고기, 그리고 가금류 업계의 수출 증가액이 21억 달러를 상회하게 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Food Satety News 11/02/04; AMI et al. 11/01/24).

한미 FTA 본협상 당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전제로 한미

FTA를 반대하던 미 축산업계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양보를 받아내고 난 뒤 기존 입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었다(경향신문

08/05/28).

2011년 2월 10일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은 재협상 결과를 정리한 합의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합의문을 교환하였다. 한미 FTA 비준을 향한 절

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2월 한·EU FTA가 유럽

의회에서 가결되면서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한국

과의 FTA를 통해 얻게 될 이익을 EU보다 앞서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

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김영민·김재천 2011, 99). 미국 내 200대 대기업

의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BRT)은

한·EU FTA의 유럽 내 가결 소식에 긴급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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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자들로 하여금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 처리를 촉구하였고 디트리

치(Charles Dittrich) 전국대외무역위원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NFTC) 부회장 또한 경쟁적인 자유무역협정 환경에서 미국 업

체들의 수출 입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미 FTA가 가능한 한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유럽 의회가 한·EU FTA

동의안을 승인하였다는 소식에 미 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졌는데 공화당 소속의 조한스(Mike Johanns)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한미 FTA의 발효가 지연될수록 EU에 비해 향후 한국 시장에 대하여

제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미국 수출업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구성원들이 한미 FTA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연합뉴스 11/02/19).

제 3 절 한미 FTA 비준과 발효

한미 FTA 재협상을 거치고 난 뒤 미국 의회 내 분위기가 한미 FTA

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관

련 이행법안이 순조롭게 비준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커크 무역

대표부 대표는 2011년 2월 9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과 관련 업계 근로자들에게 도움

이 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한미 FTA는 의회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주 내로 한미 FTA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봄까

지 의회 내에서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었

다(U.S.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11/02/09, 7). 무역대표

부가 2011년 초에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 관련 보고서에서도

한미 FTA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연

을 거듭하던 한미 FTA를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여 미국 자동차 산업계가 환영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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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

는 내용이 보고서에 명시되었다(USTR 2011, 3-4). 뒤이어 같은 해 3월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상원의 재무위와 하원의 세입위 등 의회에서 한

미 FTA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행정부 차원

의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는 서한을 전달하였다(서진교·이준원 2011, 4).

그러나 중간 선거에서 약진한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대립

이 한미 FTA의 조기 비준에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서

진교·이준원 2011, 4). 2010년 11월에 치러진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자유

무역협정의 체결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하

고 상원에서도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서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대한 기

대가 더욱 높아졌으나(김영민·김재천 2011, 97)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콜

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와 한미 FTA를 일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나서면서 한미 FTA 비준 과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된 것이다(Washington Post 11/03/01). 2011년 3월 초 공화당 초선 하원

의원 85명의 2/3에 달하는 67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향후 6개월

내에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3개국과 체결한 FTA를 지체 없이 비준해

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Inside U.S. Trade 11/03/04). 뒤이어 같은 해 3월 9일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공화당 소

속의 해치(Orrin Hatch) 의원은 한미 FTA를 지지하고 조속한 비준을

희망하지만 한미 FTA만 먼저 비준하게 될 경우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두 FTA의 비준 절차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드

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미 FTA 이

행법안만 단독으로 제출한다면 한미 FTA가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와 함께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11/03/09).23)

23)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단독으로

비준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한미 FTA의 성과를 독식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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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와 관련한 주요 쟁

점들을 별도로 처리하는 한편 이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하

고 있었던 한미 FTA의 경우 이행법안을 단독으로 의회에 상정하여 비

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자 하였다(Washington Post 11/03/01). 그러

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공화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3개국과 체결한 FTA의

비준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권오승 2011a).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와 함께 일

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

출하는 방식에 대한 갈등은 해소되는 듯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

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에 한미 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 시점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권오승 2011b).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동시 제

출하는 데 앞서 2011년 2월부로 기한이 만료된 ‘2009년 무역조정지원제

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24)를 갱신해 줄 것을 미 의회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화당은 전임 부시 행정부 당시 타결된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를 한미 FTA와 일괄 비준하는 것이 대선 과정

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한국, 콜롬비

아, 파나마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이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의 경우 이미 공화·민주

양당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의회에서의 비준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이 노조 탄압 문제를

이유로 콜롬비아와의 FTA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국과

의 FTA 이행법안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 공화당의 요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서진교·이준원 2011, 5). 파나마와의 FTA와 관련해서도

파나마가 미국의 조세 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Hornbeck 2012, 2-3).

24)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무역 자유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피해를 입은 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초기에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2년부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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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서진교·이준원 2011, 5).25)

한미 FTA의 의회 내 비준 방식과 이행법안의 제출 시기를 두고 오바

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나 공화·민주를 막론한 의회

구성원들이 한미 FTA 이행법안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

었다. 2011년 7월 7일 미 상·하 양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의 초안을 채

택하면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완

료되었는데 상원과 하원 모두 별도로 수정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김혜

연 2011). 재협상을 통해 조정된 한미 FTA 협상안은 미 행정부와 의회

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의 초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채택된 이후에도 무역

조정 지원을 둘러싼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의 힘겨루기는 계속되

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연장이 우선적으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뜻을 밝히며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 압박을 가하였으나 공화당은 이에 대해 재정난과

예산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권오승 2011a).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하원의 알력 사이에서 한미 FTA 비준

이 표류하는 답보 상태가 지속되던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

부와의 협의 끝에 2009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연장을 한국, 콜롬비아, 파

나마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 일괄 제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그간의 방침을 철회하였다. 2011년 10월 3일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어업 종사자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2009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서비스업 근로자를 지원 범위에 포

함하는 등 지원 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였다. 무역조정지원제도 하에서는

피해를 입은 대상의 상황에 맞게 현금 지원, 직업 훈련, 구직 및 전직 비용

지원 등이 제공된다(서진교·이준원 2011, 5-6).

25)무역 적자의 증가와 높은 실업률을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및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의 일괄 제출을 2009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갱신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무역 조정 지원의 확대를 통해 민주당

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한미 FTA를 포함한 3개국과의 FTA 비준을 무리 없

이 추진하려는 의도였다(New York Times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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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였고(서진

교·이준원 2011, 6-7) 미 상·하 양원은 곧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

정에 맞추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였다(정진영

2011, 3).

한미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자 미 의회는 조속히 비준 절차에 돌입

하였다. 2011년 10월 5일 하원의 상임위인 세입위원회 심의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찬성 31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고 당일 하원 본회의로

이송되었으며 10월 11일 상원의 상임위인 재무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상원 본회의로 이송되었다. 10월 12일

미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었는데 하원은 한미 FTA 이행법

안을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찬성 83표, 반대 15표

의 압도적인 지지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미 의회 차원에서의 법적 조치가 완료되었다(서진교·

이준원 2011, 9-10).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미 FTA가 가결되었다는 소식에 기쁨

을 감추지 못하였다(White House 11/10/13). 익히 알려진 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

으나 취임 이후 미국 내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서 한미

FTA를 다시금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악화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업계와 노조의 반

발이 빗발치는 가운데 전임 부시 행정부 당시 마련된 협상안 그대로 한

미 FTA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본격적

인 비준 절차의 추진에 앞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

던 것이다. 재협상의 결과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조항들이 미국 내 자동

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그간 한미

FTA를 반대해 왔던 자동차 업계와 노조, 그리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인 일부 중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New York Times 11/10/12).

2011년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합동 기자 회견에서 오바마



- 80 -

대통령은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로소 미국

자동차 업계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

을 표명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들이

선전하고 있듯이 한국 시장으로의 미국산 자동차 수출량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FTA로 인하여 혜택을 받게 될 미국 자동

차 업계 근로자들과 만나기 위해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미시건

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hite House 11/10/13). 기자 회견 다음

날인 10월 14일 한미 양국의 정상은 미시건 주에 위치한 GM 공장을 방

문하여 자동차 업계 근로자들에게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일

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이 워싱턴을 벗어나

국빈 방문 중인 외국의 국가 원수와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인 일이었다(White House 11/10/14).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로서 한

미 FTA 진행 과정에 있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행사하는 강력한 영향

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자동차

부문의 조항에 대한 양보를 얻어낸 뒤 비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FTA 자체에 대한 의회의 불만이 비준의 걸림돌

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협상 결과 미국 자동차 산업에 유리

한 방향으로 협정문의 수정이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계와 미

의회의 불만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고 당시 미 의회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렬한 논쟁을 펼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이

행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가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New York Times 11/10/12). 상·하원의 비준 절차를 신속하

게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은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되었고 2011년

10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한미 FTA 발효에 필요

한 미국 내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정진영 2011, 3).

한편 한국에서는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기존 협

정문에 재협상을 통해 새로이 합의된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비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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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20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2006.06.05-09 한미 FTA 1차 공식협상(워싱턴)

2006.07.10-14 한미 FTA 2차 공식협상(서울)

2006.09.06-09 한미 FTA 3차 공식협상(시애틀)

2006.10.23-27 한미 FTA 4차 공식협상(제주)

2006.12.04-08 한미 FTA 5차 공식협상(몬태나)

2007.01.15-19 한미 FTA 6차 공식협상(서울)

2007.02.11-14 한미 FTA 7차 공식협상(워싱턴)

2007.03.08-12 한미 FTA 8차 공식협상(서울)

2007.04.02 한미 FTA 본협상 타결

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1년 6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해

9월 16일 외교통상통일위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였

고 동 비준안은 11월 22일 찬성 151표, 반대 7표로 가결되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였다(연합뉴스 12/02/21). 곧이어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14개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의

비준 절차도 모두 마무리 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노무현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주도 하에 2006년

2월 공식 개시되어 2007년 4월 본협상이 타결되었고 뒤이어 추가협상까

지 거쳤으나 이후의 비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에서의 비

준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던 중 2010년 말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미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명

박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에서 시작한 한미 FTA를 비

로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협상의 추진부터 비준까지 우여곡절

을 거듭한 한국과 미국 간의 FTA는 마침내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

되었다.

한미 FTA 협상의 경과는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한미 FTA 시작부터 발효까지의 경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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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6 미국 무역대표부가 신무역정책을 반영한 수정 협정안 제의

2007.06.21-22 한미 FTA 1차 추가협상(서울)

2007.06.25-26 한미 FTA 2차 추가협상(워싱턴)

2007.06.30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및 한미 FTA 합의문 서명(워싱턴)

2007.09.07 한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2008.10.08 한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2008.12.18 한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2009.04.22 한국,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2009.11.19 한미 정상회담(서울)에서 한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06.26 한미 정상회담(토론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제의

2010.10.26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샌프란시스코)

2010.11.08-10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서울)

2010.11.11 한미 정상회담(서울) 이후 한미 FTA 쟁점 현안 합의 실패 발표

2010.11.30-12.03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매릴랜드)

2010.12.03 한미 FTA 재협상 타결

2011.02.10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 서명 및 교환

2011.06.03 한국, 재협상 합의 내용 반영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1.09.16 한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2011.10.03 미국, 한미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2011.10.05 미국, 하원 세입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11 미국, 상원 재무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12 미국,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21 미국,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2011.11.22 한국, 국회 본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2011.11.29 한국,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2012.03.15 한미 FTA 발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us), White

House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 Cooper et al.(2011, 1-2)

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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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미국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여러 변수들 중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에 집중하여 한미 FTA 재협상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미

FTA가 본협상과 추가협상을 거치고도 곧장 비준되지 못하고 표류하던

가운데 미국이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과 더

불어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재협상이 진행되고 곧이어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었던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

적이었다.

이익집단 혹은 이익집단을 대리하는 의회가 대외 무역을 진행하는 협

상 담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

는 미국의 정치 환경에서 한미 FTA 협상의 전 과정은 미국 자동차 산

업의 압력을 부단히 대면해야 했다. 미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노조 등은

한미 FTA의 추진이 결정되자 협정의 체결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에 비

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였고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의견

에 따라 미 의회 역시 본협상 초기부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

장을 표명하였다. 미국 자동차 산업계의 반대와 이를 대변하는 민주당

중심 의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한미 FTA 본협상에서 자동차 부문

의 협상은 극심한 진통을 겪었으나 결과적으로 미 자동차 산업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당초부터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자동차

업계를 비롯하여 자동차 산업 관련 노조, 미국 내 자동차 생산지 출신의

의회 구성원 등은 한미 FTA 본협상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합의문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금융 부문에서 촉발된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미 자동차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반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계는 한미 간 자동차 무역의 불균

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한미 FTA 본협상을 통해 마련된 합의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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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동차 부문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다시금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고 이와 같은 자동차 산업의 입장은 미 의회에도 영향을 미쳐 한

미 FTA 비준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을 추진해

야 한다는 의견이 초당적으로 제기되었다.

금융 위기로 미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진행된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는 여러 차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

명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규정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

다. 목전에 당두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의 일환이었다. 금융 위기

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힌 것과 더불어 대선의 결과 민주당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오바마가 승리함에 따라 한미 FTA 협상 과정에 있어서 자동차 부문의

이슈는 더욱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이후

에도 한미 간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에 주목하면서 자동차 부문의 조항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임기 초반 대대적인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

한 미국 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한미 FTA의 진전을 도모하

기 시작하였다.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미국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 실

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기존의 미온적인 태도에

서 벗어나 한미 FTA의 진행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을 전환하여 한미 FTA를 새로이 진행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미국 내 일부

세력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동차 산업과 노동계 등의 지지표를 의

식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금융 위기의 직격

탄을 맞게 된 자동차 산업계의 불만이 가뜩이나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태도 변화를 정당화 할 명분을 우선적으로 마

련해야 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향후 한미 FTA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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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준을 위하여 한미 FTA의 주요 반대 세력인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

계. 그리고 이들 세력을 대리하는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기도 하였다. 이

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 NAFTA 비준 전에 보

완협상이라는 강수를 두었던 전례를 따라 한미 FTA를 다시 적극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재협상이라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오바마 대

통령은 한국 정부에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보완 작업을 예고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 들어 관련 논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끝에

결국 한미 FTA 재협상을 성사시켰다.

한미 FTA 재협상 있어서 미국의 관심은 다분히 자동차 부문에 집중

되었으며 쉽지 않은 협의 끝에 미국 협상단은 본협상에서의 합의 수준에

비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 속도를 더욱 늦추고 개방의 폭 역시 축소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자동차 산업과 노조

를 설득하기에 용이한 협상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미국의 자동차 산업계는 곧장 환

영의 의사를 밝히며 한미 FTA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재협상

을 거치면서 한미 간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일정 부분 해

소되는 양상을 보이자 미 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되

었으며 한미 FTA가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노조 등

한미 FTA를 반대해 왔던 일부 국내 세력과 미 의회에 대한 정치적 돌

파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이후 미국 내에서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비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FTA 자체에

대한 의회의 불만이 문제가 되어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

하지 않았다. 주지하듯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하여 한미 간 자동차 무역

에 있어서 미국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정 합의문이 마련되었으며 이

로써 관련 업계와 미 의회의 불만이 상당 수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본

협상과 추가협상 이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한미 FTA는 재협상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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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난 뒤 미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통과하였으며 곧이어 한국에서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마침내 공식 발효되었다.

자동차 부문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한미 FTA 재협상의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 무역정책의 여러 결정 요인들 가운데 수요 측면에

서는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 요인이 주로 작용하

였고 공급 측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

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자동

차 산업계의 반대를 의식하고 이들 산업의 이해를 한미 FTA 협상에 적

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재협상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 미 자동차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문을 조정한 끝에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자동차 산업계와 이를 대리하는 의회 구성원

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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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aces the process of ratification of the

Korea-U.S.(KORUS) FTA bill in Congress after the United States

pushed ahead with renegotiation and proceeded to renegotiate focusing

on the issues of automotive sector in the KORUS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ain reason the United States actively

promoted renegotiation and proceeded with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a focus on the automotive sector when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as delay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irst negotiation

and the supplemental negotiation, and also to find out the background

cause of how the KORUS FTA passed through the ratification

procedure of the U.S.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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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did not immediately proceed with ratificati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irst negotiation and held additional

negotiation with Korea in order to reflect the principles of the New

Trade Policy based on an agreement with the U.S. Congress. The

United States got their demands by revising the written agreement

settled through the first negotiation of KORUS FTA. Even though

most of the demands by the United States were reflected through the

supplemental negotiation, however, the ratification process did not go

through smoothly, and the KORUS FTA had to go through another

stage of negotiations once again. The issues of the automotive sector

were the primary subject of the negotiation in the renegotiation

process, but the problems regarding the automotive sector not only

had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the first negotiation of KORUS

FTA, but also had not been discussed separately through the

supplemental negotiation following the first negotiation. However, the

United States put emphasis on dealing with its concern on the

automotive sector during renegotiation, and with renegotiation at play,

the ratification bill safely passed the U.S. Congress.

A series of processes through which the United States makes a

decision to proceed with the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and

the KORUS FTA bill passing the ratification procedure of the U.S.

Congress as a result of this renegotiation can be seen as a type of

decision-making process. Thu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the renegotiation by analyz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rad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U.S. trade policy, short-term policy decisions made at a particular

time, such as the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are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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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 of the renegotiation by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mand side and the supply side of the determinants.

Ultimately, this study shows that President Obama, who was well

aware of the outrageous criticism and complaints aimed at KORUS

FTA from the U.S. automotive industry, actively set up the

renegotiation with Korea in order to put the concern of U.S.

autoworkers at ease and make a balanced deal. Through the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President Obama was able to

modify the auto provision to terms favorable to the U.S. automotive

industry and gain the support of the automotive industry and

Congress concerning the KORUS FTA, which also led to a smoother

ratification process of the KORUS FTA. To sum up, among the

many determinant factors of U.S. trade policy, the interest group

factor comprised of the influence of the U.S. automotive industry on

the demand side and the presidential leadership factor of President

Obama on the supply side mainly affected the renegotiation process

of the KORUS FTA focusing on the issues of the automotive sector.

keywords : Korea-U.S.(KORUS) FTA, renegotiation,

automobiles, U.S. trade policy decision-making,

interest group, presidenti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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