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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대전전의 마국은 통상변에새 그려 개방적인 나라는 아다었다. 1930'년에 며국의확 

는 용호주의 적 언 Tariff 때ot-Haw삶y 를 째 정 향으로써 , 자국사 정- 양 보호정책을 

무역마-찰야 앓어날 폈다. 그 당샤 마곽은 일본으로부터익 수입야 릎증하여 쫓 쩍 兩國뷰흉악 

조짐을 보였는댐， 일본은 수출익 자율규채틀 흉량C댐 약릎 킥-홉양고Ä} 췄다. 며국관 1934 

년얘는 상당하 7TI 황척얀 명-향으로 정책을 선힐하얘， 무역상얘국야 마국과 相互.:t義왜 월 

칙에 따랴 공동보조를 취활 경우， 마국대통령은 관λ~l 율을 50% 대렬 수 있게 하였다‘ 

1931년에 아시약에서는 일본의 군부자 애른벼 滿i:Jt1事變을 일으켜 , 

爭으로 。}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이첫이 太1f洋戰

제 2차대전야 끝난 야후， 세계는 미소양국의 냉전에 휘말렸다. 미츄의 흉상정책 빛 對약 

사아 政策도 냉전엌 구도속에서 전개되었다. 편의상， 며국의 대아시아정책을 1945-60년 

대말까지의 전71 약 1970-1990년까지의 후거로 나누어샤 설명하고자 한다. 

1. 냉점쩔71 (1945-1960얻태말까지) 

이 사가는 소련의 팽창과， 중국의 공산화， 핸드광똥란을 겪으면서 미국의 대아사아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옹호 및 공산세력의 封銷를 겨냥허여 전째되딘 사거였다. 대전작후， 며국 

은 일본의 공업발전을 막는 정책을 쓰다가 한국통란이 있은 이후로 일본확 공업화를 톱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등란 이후로 적극적으로 군사 및 경제원조를 

행함으로써 공산새력의 팽창을 막는 정책을 쓰게 되었다. 통상연애 있어서 미국은 1947년 

에 발족헌- GAT'맘(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신애 따라 자유세계에 있어샤는 척 

극적으르 자유무역을 추진하였다. 

냉전시대에 일본， 한국 및 대반은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일본은 1950년때 중 

반부터 1973년 제 X차 오일 쇼크에 이르는 가간동안 年平均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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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하였고 대만 역시 이 기간동안에 거의 일본에 준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한국도 1960 

년대 상반기부터 60년대말까지 연평균 약 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동아시아의 이 나라 

들이 냉전기간 동안에 거의 -律的으로 이와 같은 고속성장을 달성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냉전기간 동안에 세계를 주름잡은 국제경제질서가， 일본， 대만 및 한국과 

같은， 天然資源이 橋少한 반면 A的資源이 풍부한 나라들의 공업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 

는 요인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 이들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발전은 물론 當該國民

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노력이 아주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오게 한 

것은 그 당시의 국제경제질서의 作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自由質易이 이 나라 

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미국의 국제수지는 1950년대말부터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을 介意치 아니하고， 아시아 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대해 국내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여타의 세계의 고용의 증대와 경제성장에 대해 

도움을 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때에도 자국이익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1962년에 유럽이 

共同農業政策(Common .Agricultural 맘olicy)을 채택할 것을 결정한 이후로， 미국은 무역상 

대방이 부당하게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 염려하여. 1962년에 통상확 

대법(’표ade Expansion Act)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이 미국의 수출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가할 경우， 대통령은 그 나라에 대해 보복 (retaliation)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려 하여 미 국의 대 외 통상의 兩大原則 상호주의 (:reciproci행) 와 보복 (:retaliation)의 두 가 

지 기준-이 확립되었다. 

2 냉전후기 (1970-1990)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국내에 있어서나 세계에 있어서나 여러가지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내에 있어서는 1965년의 越南戰據大와 「위대한 사회」의 프로그램으로 말 

미암아， 인플레가 격화되고 또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하였다. 월납전은 끝내는 1969년 

11월，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미국의 「敗北」로 종막을 고하게 되어， 미국민의 심리에 씻을 

수 없는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1972년에는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美中 양국 

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1973년에는 달러화의 平價切下로 브레튼 · 우드체제가 끝내 붕괴하 

고 말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미국민으로 하여금 미국의 국제수지의 악화의 원인 

을 주로 외국의 不公lE쉴易慣行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심리를 갖게 하였다. 그리 

하여 미국은 이때부터 무역문제의 해결을 다자간의 協約(multilateralism)으로부터 점차 

양국간의 交涉(bilateralism)으로 移管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도기-

1) 이 점 에 대 해 서 는 쐐著 The Dynamic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4. 제 1 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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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에 제정된 Trade Act의 301조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조항은 행정부가 외국의 「불 

공평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였다. 또 

1979년의 맘ade Agreement Act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01 와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보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兩國間의 협의， 그리고 그 협의에 보복수 

단이 많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이 마련된 배경의 상당부 

분은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에 있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對美質易黑字가 누적됨에 따라， 미국의 대아시아통상정 

책을 더욱 신랄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요앤이 발생하였다. 1981년에는 레이건대통령이 취 

임하였는데， 이때부터 냉전이 거의 總]頁에 달하게 되었다. 그 당시 레이건행정부의 財政

政策은 減鏡와 支出의 삭감을 위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국방비만은 

증액됨으로써 財政*字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이 1973-74년때부터 물려받은 인 

플레압력에 가세하여 큰 인플레요인으로 작용하자， 당시의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였던 뿜aul 

v-.뼈cker는 이자율을 크게 올리는 긴축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자율을 올린 결과， 해외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하여， 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수 

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대폭 증가하여 마국의 무역수지의 역조가 크게 악화하였다. 적자폭은 

1979년에 $240억이었던 것이 1983년에는 $500억으로， 그리고 1984년에는 $1, 030억으 

로 불어났다. 

이러한 정책으로 불가가 잡히기는 하였으나， 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제조엽이 부진하게 

되었으며， 고용이 줄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의 원인이 외국， 특 

히 일본의 불공정무역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계속 증대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의해 좌절감에 사로잡힌 미국議會는 더욱 對日制載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하여， 점차 보복에 관한 행정부의 載量權을 박달하고 의무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법안을 제정하였다. 1984년의 쨌ade and Tariff Act가 이의 좋은 본보기이다. 이와 

같이 1985년 이후에는 미국의 무역정책은 (1) 한편으로는 보복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쓰며. (2)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무역역조를 개선하며. (3) 새로운 

라운드 (ro댔nd)를 시작하여， 세계각국의 자유무역과 시장의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 

하였다. 1986년의 Urguay Roun뼈가 그 좋은 예이다. 이리하여 미국은 점차 종래의 

multilateralism으로부터 이 른바 contingent mu뼈않teralism-즉 가능할 곳에 는 

multilateralism을， 필요한 곳에는 minilateralism을 적용하는 주의-쪽으로 뼈科하게 되 

었다. 특히 미국은 대일본무역수지의 적자를 축소할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많이 魔心하였 

는데 , 일본에 대하여 1985-86년에는 뼈oss(market-oriented sector-specific)회의를， 1989 , 

90년에는 SII(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협상을 시작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301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301조를 가지고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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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협하면서， 특수한 부문 내지 품목을 들고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 

다. 이와 같이 미국의 행정부는 외국에 대하여 미국이 행사할 수있는 최대의 압력을 가하 

고 보복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래도 행정부를 미온적이라고 보고 1988년 

의 앞ade Act에서는 더욱 301조를 강화하얘 Super 301조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보복의 

위협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시장개방압력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원래의 多者間 자유무 

역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적극적인 unilateralism이라고 할 수 있 

다 미국이 이와 같이 국내법으로 외국을 억압하는 좋은 예는 일방적으로 어떤 무역상대 

국을 불공정무역국(즉 Priority Foireign Co때뼈행;P함C)으로 지정하여 이 나라를 마치 犯法

國인 것처럼 취급하는 입법을 들 수 았다. 

I 

소련의 봉괴로 40년에 걸친 미소양국간의 냉전이 끝났을 때에 세계 각국은 이제는 미국 

의 ←→極時代가 온다， 또는 미국， 유럽 및 일본의 三極時代가 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냉 

전이후의 사태의 진전을 보면 세계는 →極이나 三極 또는 심지어 多極도 아닌 地球化

(globalization)시대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대 

국으로서 계속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발전하고， 특히 세계의 모든 나라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얘ence) 이 증가할 것이 

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과거와 같은 越權을 행사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또 한가지 세계사적으로 특기할 만한 일은 아시아의 급부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다운 나라는 일본뿐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는 이른바 「네마리의 용」인 중진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필두로 최근에 와서는 아세안 6 

개국과 중국 및 월남 등이 큰 발전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미국의 통상정책도 이제는 유 

럽 대서양보다는 아시아 태평양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즉，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의 태평양교역액은 대서양교역액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1993년에는 태평양무역 규 

모가 3 ， 400억 달러에 달하여 대서양교역의 1. 5배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무역적자의 

90% 이상이 일본 및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면서 ASEAN제국의 아 

시아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1992년 대통령선거때에 

클린턴 민주당후보는 對中 및 對日 강경정책을 약속한 바 있었는데， 대통령당선 이후의 

클린턴은 일본에 대해 무역흑자 縮小의 數量目標 설정을 강요하는 정책으로부터 후퇴하였 

고 중국에 대해， 무역과 인권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조건 最惠國 대우를 1년 

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對中有쭈D政策을 천명하였다. 또 미국은 북한과 核交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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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결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얘하는 정책노선을 선택하였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3월 3일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가지고 용때양，er 301조를 경신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의 것에 비해 훨씬 온건한 것으로 바뀌었다. 

m m 

이상에서 우리는 제 2차대전후의 미국의 대아시아통상정책익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그것 

은 한마디로 점차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제국과의 통상에서 미국의 적자가 누적되어， 이 

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얀가. 한마다로 미국은 묘든 가 

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여 동아사。}에 있어서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동아시아체국익 부상을 

견제하는 방향으르 전개될 것아다. 

째계유일의 초대국안 마국이 사-용가능한 수단은 대펀-학 많다. 크게 보변 우선 정치 。 군 

사적으로 아시아애서 多者間安保體밟Ij를 구축하C랴， 아샤야-에 있애서일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경제적으로는 인권의 문제， 또는 중국의 GAT멈가업의 문제 및 대만에 대한 각 

종 지원 등， 여러가지 「카드」를 사용함으로싸， 중국악 정치적 청제적얀 부상을 견제활 젓 

야 예상된다. 미국은 또 핵협상을 북한과 타결함으로써 , 북한과 외교채널을 열어 , 아것을 

통하얘 북한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에 태해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기조는 APEC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찰 냐타나 있다고 생각된 

다. 즉， 미국은 말레이지아를 포함하는 동남아국가연합(A용짧A뼈)의 아시아나라들만으로 

구성 되 는 지 역 협 력 체 ( 이 를테 면 , EAEG, East-Asia Economic Group) 같은 것 을 강력 하 딴 

대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를 묶는 자유무역자역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국은 

아시아태평양자역에서의 유일악 초대국으로서 앞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그 

러나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패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은 앞으 

로도， 상호주의확 보복을 내세우면서 Multilateralism이든 Bilater‘alism아든， 모든 수단 

을 동원하여 아서아에 있어서의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