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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

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냉전체제의 종식과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라는 

양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은 각 

국으로 하여금 안보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하였으며 이는 미국 

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고 지역주의 추 

세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최강국으로서의 미국위상을 저하 

시켰다. 즉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과거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극체제에서 

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경제의 중요성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 

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는 미국 경제의 변화 전망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 
δ1 。

λλ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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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될 것이다 대미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경 

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미국 경제의 과거 

변화 모습을 연구， 분석하는 것은 21세기 세계경제의 핵심 중견국가로 발전하고 

자 하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한 나라의 통상정책은 그 나라가 당면한 세계 경제 여건과 국내 경제정책과제 

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1930년대에는 스무트-흘리 관세법을 제정 

하는등 보호주의 노선을 취해오다가 2차대전 후 자유무역의 국제무역규범인 

GATT의 다자간， 자유， 무차별 무역원칙을 기본적으로 지지해왔다. 하지만 통상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은 미국이 처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꾸준히 변화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의 변화과정과 그러한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돼. 시대별 미불어 톨참정책 

미국은 건국초기 차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주의적인 대외통 

상정책을 채택하였으며 1930년 스무트-흘리 관세법을 제정함으로써 미국 내 보 

호무역주의가 최고조에 달하였다1) 미국의 대폭적인 관세인상은 대공황의 영향 

을 심화 시켜 세계경제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중심 

으로 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 

였으며 사상처음으로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을 추진하였다.2) 또한 2차 세계대전이 

후 미국은 자유진영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제 1의 경제대 

1) 스무트 흘리 관세법은 미국의 당시 평균관세율을 38%에서 52%로 높임으로써 주요 
무역 파트너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또한 미국 국내에서도 업계와 의회의 일부 
를 중심으로 이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2) IMF와 IBRD의 창설과 함께 논의 되었던 국제무역기구(11'0)의 설립은 미국 의회의 

반대 로 무산되 었으나 미 국은 1934년 ‘상호무역 협 정 법 (Reciproca! 1'rade Agreement 
Act: R1'AA)’을 제정해 주요 무역상대국들과의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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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당시 다자간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냉전체제 

를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체제 

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였다. 

그러나 1댔0년대 말부터 프랑스， 톡일， 이태리， 일본 등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 

면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의 유가충 

격과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미국 달러화의 가치상승 등은 미국의 무역수 

지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되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서서히 고 

개를 들기 시작하였고， GATT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 

국의 통상정 책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냉전체제가 종식되자 미국 국내에서는 정치와 경제 모든 

변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인식을 점차 받아들이지 않기 시 

작했다. 이토록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수입규제와 더불어 무역상 

대국의 시장개방확대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과거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 

꾸어 1982년에 이스라엘과， 1988년에 카나다와， 그리고 1993년에는 멕시코를 포 

함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결성하였다 

이렇듯 미국의 통상정책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그 기조가 변화챔 왔다. 본 장 

에서는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시대 

별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1.1930 1콰 이전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은 관세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국내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왔다. 관세는 정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었고 연방정부의 기능이 확대 

됨에 따라 관세율도 크게 증대되었다. 이 시기의 미국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주도 아래 자국산업의 보호에 입각하여 다루어졌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인 고립주의 노선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영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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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고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영국의 자유무 

역정책과 정반대의 노선을 걸었던 것이다.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 (RTAA)’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미국의 보 

호주의 정책은 전통챔으로 비교우위에 있던 농업과 당시 빠르게 성장하던 산업 

분야Ondustrial sectors) 간의 이해의 대립에서 나온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 

의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계속된 자연재해와 불황으로 농민들의 

파산이 속출했고 당시의 고금리정책과 금본위제에 의한 통화량의 부족， 철도를 

비롯한 산업부문의 독점화 현상， 그리고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등 산업화 위주의 

정책이 농업의 침체를 야기했다. 1870년대 이후 농업생산은 급속히 증대된 데 

반해 통화량은 한정되어 있어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가 

운데 농민은 생산자로서 뿐 아니라 소비자로서 각각 신용독점과 보호주의의 비 

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산업화과정에서 농업부문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농민들은 자유무역정책을 요구했고 이에 반해 공화당은 기존의 산 

엽보호 정책을 고수하였다. 1896년 선거에서 노동자와 산엽 세력의 지지를 엽은 

공화당이 승리한 후 공화당의 긴 지배가 시작되어 미국 내에는 30여 년간 보호 

주의가 지속되게 되었다. 

1930년 미국은 역사상 가장 보호주의적 성격을 지닌 스무트 흘리 관세법을 제 

정하였다. 이는 19201칸대 겪었던 미국의 농업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 

었다.3) 이 법은 20세기 중 최고의 관세율 인상을 책정하는 것이었다. 스무트-흘 

리 관세법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 

이었으며， 이 법이 통과한 후 수개월내에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보호주의적 

관세장벽을 세워 세계무역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 결과 1929년에서 1933 

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의 수출은 4억 9천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로， 수입 

은 3억 7천만 달러에서 9천 6백만 달러로 각각 4분의 l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세계무역 역시 35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격감하였다. 따라서 스무트-흘리 

3) 제 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농업생산량이 급증한 반면 전후 농산물에 대한 세계적 수 
요가 하락함에 따라 1920년대 초 미국 농가의 소득은 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1920년대 말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8년 대통령 선거에 출 
마한 공화당 후보인 후버(Hoover)는 수입 농산품의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국내 생산 
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협}였고， 당선 후 이를 위한 관서l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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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은 대공황의 늪에 빠진 미국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4) 

스무트-흘리 관세법은 이 시기의 미국 공화당 정권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세기 말 통상정책과 산업화의 이슈를 중심으로 벌어진 대립에서 승리한 

산업집단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공화당 연합은 1930년대 초까지 통상정책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보호주의적 관세정책을 통하여 이들의 이 

익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왔다 20세기 초반 이후， 특히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경제력이 영국을 앞서고 무역과 국제 투자에 있어 미국의 이익 

이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호주의를 고수하고 세계무역체제를 

폐쇄적으로 몰고 간 것은 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1934-1945 1않 기간 

이 시기의 특징을 규정짓는 사건은 미국 통상정책 기조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된 ‘상호무역협정법’의 제정이었다. 이 법의 제정은 과거 보호무역정책으로부 

터 야기된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 경제 

의 전 영역은 물론 세계경제를 강타하였다.5) 이러한 자본주의의 최대위기에 대 

한 미국 공화당의 대응은 대체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즉 디플레이 

션이라는 신고전주의적 처방과 스무트-흘리 관세법으로 상징되는 고관세 정책이 

대공황에 대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이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공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결국 공화당의 중요한 지지기반이었던 노동과 농업부문의 

4) 비록 미국의 고관세 통상정책이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 
으나， 최소한 경제공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를 전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는 것 이 일 반적 평 가이 다(Goldstein， 1986) 

5) 1929년에서 1933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의 GNP는 1천 40억 달러에서 580억 달러 
로 반감되었고， 기업 소득은 10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급락하였다 노동에 있어서 

도 총입금이 4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반감되었고， 고용률 역시 3분의 1이 하락 
하였다 농업부문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 기간에 총 농가 소득은 138억 달 
러에서 64억 달러로 반 이하수준으로 하락했고， 미시시피주의 경우 농지의 4분의 1 
이 지불불능으로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백창재， 199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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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들이 공화당을 등지게 되었고， 이는 30년 동안의 공화당 지배를 마감하고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 내에는 자유주의적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지지했 

던 핵심 세력의 하나는 자본의 국제이동을 시도했던 그룹이었다 이들은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로의 기회를 찾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제 1차 세계 

대전이후 특히 가속화되었다 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높은 국제자본을 운영하는 

그룹은 세계질서의 안정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선호하였다. 이들은 노동과 농업 

분야의 세력과 함께 정치연합을 구축했으며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의 수립 

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이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호무협정법’은 외국과의 호혜협정을 통하여 기존 관세의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협상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이는 의회가 고유의 권한인 관세 

책정권을 행정부로 이전한 것이고， 이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자유무역주의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6) 관세책정권을 행정부로 이양한 

것은 의회가 그 속성상 특정 지역과 이익집단의 압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이미 이런 현상이 극단에 달한 스무트~흘리관세법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지역과 이익집단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 

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보호주의 집단들의 요구와 압력을 차단하고 이후 미국 

의 대외통상정책을 자유무역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제도적 기초가 되 

었다. 

하지만 이 시기 자유무역주의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 의 2차， 3차 임 기 동안 미국 통상정 책의 자유화는 서 

서히 추진되었다. 당시의 미국 대외통상정책은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독립전쟁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는 줄곧 고립주의를 근간으로 하 

였다 즉，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 

6) ‘상호무역협정법’에 입각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관세협상권 부여는 오늘날 무역협 
상관련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제도의 역사적 곤원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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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에도 거의 방관자적인 입장이었 

던 미국은 종전 후에도 전반적으로 큰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물론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세계주의， 개입주의적인 세력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아 

직 전통적인 고립주의 세력을 누를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 이런 갈등은 대외 

통상정책에도 반영되어 비록 1934년도에 ‘상호무역협정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 

만， 실제로 이 법에 의한 제도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였다. 즉， 제 1 ，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는 아직 경제적으로 대외지향적 

세력들과 내부지향적 세력들간의 정치적 게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떤 것이다. 

3. 1945-196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 연합군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의 리더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외교정책의 새로운 

노선으로서 고립주의가 아닌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채택하였으며， 통상정책 역시 

과거 보호주의의 구태를 완전히 버리고 자유무역주의를 정책의 기본정신으로 내 

걸었다. 종전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정책은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당시 국제통화기금(빠때)과 세계은행(IBRD)을 중심으로 한 브레튼 우 

즈(Bretton Woods) 체제의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UN 

에서 제기된 국제무역기구(Iτ0)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결 

국 참여하지 못했다.7) 미국 의회가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반대한 가장 핵심적 

인 이유는 국제무역기구가 의회의 통상관련 입법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데에 있었다.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외통상정책은 무역자유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무역협정법’에 근거해 사상 처음으로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다자간 

관세인하협상을 추진하였으며 결국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7) 미국의 트루만(Truman)대통령은 의회가 반대할 것을 감안해 국제무역기구(ITO) 설 
립협정문에 대한 의회비준을 중도에 철회하였다， 미국의 불참으로 국제무역기구 

(ITO)의 설립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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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이 시기 자국의 통상정책을 자유주의적 성격으로 바꾸어 나갔을 뿐 아 

니라 세계무역질서도 자유무역을 지향하도록 하는 데 주도하였다. 미국은 자국 

의 대외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GATT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 

부분 의존하였다. 당시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세계 모 

든 국가가 공평한 경쟁여건(Ieve!-playing field)을 제공하고 또 무역장벽을 낮추 

어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 및 안보 측면에서 

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은 이후 상당기간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대외통상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차국의 

기업들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지는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자 미국은 다자간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냉전체제를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 

하였다. 이는 또한 미국이 자유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수립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하여 미국의 자유주의 통상정책은 공고해졌다. 여기에 

는 몇 가지 요인틀이 공헌하였다. 우선 이 시기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경제에 있 

어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50년 미국의 국민총생산(GNP)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 GNP의 60%에 달하고 있었고， 미국의 무역규모 

는 세계 총 무역 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1960년에 이르러 각각 

54%와 30%로 하락하였고， 다시 1970년에는 47%와 29%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미국 경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세계 제 1위를 유지하였다. 이 같은 경제적 부 

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외적S로는 자유무역질서 유지와 확대의 비용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피해 구제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 

게 해주었다 이는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이 대내외적으로 큰 갈등을 수반하지 않 

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는 또한 미 

국이 경제적 이익보다 외교 안보적 고려에 우선하여 무역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미국내 자유주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데에 있다. 1920년대 초반 국내총생산 

(GDP)의 2%에 불과하던 미국의 수출은 1960년에는 5%로 증가하였고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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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는 10%로 증대 되 었다. 미 국 기 업 의 다국적 성 (multinationality) 역 시 크게 증 

대되어 미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1950년에는 118억 달러에 이르렀고 1970년 

에는 860억 달러 로 급증하였다. 또 1970년 이들의 해외자산은 총자산의 20%에 

달하였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세계경제에 보다 의존적이 되었고 자유로운 세계 

무역질서의 유지가 미국 경제의 안정에 직결되게 되었던 것이다.8)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자유주의로 방향을 바꾸어 정착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의 요인으로 보호주의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제도적 정치적 장치들이 고안되어 

온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세계자유무역질서를 관할할 GAτT체제를 수립하면서 

농업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수입 농산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국내 농업부문이 보호주의 세력에 합류해 통상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하에서 필연적으로 생 

겨날 보호주의적 이익 (rent)이 어느 정도 반영될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도 

자유주의적 통상정책의 기조가 이익집단의 압력을 피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예를 들어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measures)y. 반텀핑관세(antj

dumping duties) , 상계관세Ccountervailing duties) 등의 제도적 장치가 계속 고안 

되어 보호주의적 요구에 대한 안전밸브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한 혜택은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 부여됨으로써 무역정책 

집행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 

4. 1970년대 -1980년대 

1960년대까지 지속되던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흔들리 

게 되었다. 이는 자유무역주의를 뒷받침해 주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선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는 

8) 1950년에 이르러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도전은 거의 사라졌고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화당 내에서의 보호주의 세력도 크 
게 위축되었으며， 1953년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에도 자유무역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다， 



94 美 國 學 第二十三輯(2000)

급격히 하락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등의 경제발전 

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경제최강대국 위상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미 

국 기업들의 수출증가는 감소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늘게 되었다. 특 

히 신발，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은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서 

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고 그 주요 수단은 반멈평 또는 상계관세 조치 등 소 

위 행정규제적 무역제한조치 (administered trade baniers)들이 동원되었다. 즉 

GAτT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점차 변 

화하기 시작하였다. 

무역분야 뿐 아니라 국제금융분야에서도 미국의 위상이 하락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경제의 기축통화로 간주되어 온 미 달러화가 흔들리기 시작하 

였다. 1970년대 초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미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 

자， 달러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통화체제는 변동환율체제로 대체되었다. 이제 미 

국은 달러를 더 발행해 무역적자를 메울 수 없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들도 미 달 

러화를 외화보유통화로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악화되기 시작한 미국 경제는 1980년대 들어 더욱 나빠졌다. 

미국경제가 여전히 세계경제의 최강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1980년에 이 

미 미국의 GNP는 OECD 전체 회원국 GNP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대 

부분의 산업부문에서 독일과 일본 등 급속히 성장한 국가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었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 상황은 1980년대에 들어 급격 

히 악화되었다 소위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 불리우는 경제철학을 근거로 

한 고금리， 재정적자， 달러강세 (strong dollar) 유지 정책은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 

력을 저하시켰고， 이는 곧 무역적자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적자를 기록하던 미국의 무역수지는 1980년대 초반까지 3백억 달러 미만의 적자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1983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1 

천 5백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천문학적 무역적자의 지속은 그 경제적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유 

주의 통상정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무역적자의 누증은 자연히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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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의 무역척자가 수업의 

급증으로 야기된 것이므로 수입품의 범람과 국내 산업의 파산이 동시에 진행되 

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보호주의의 호소력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다. 더욱이 무 

역수지의 악화는 기초 제조업 분야와 자동차 등 고용효과가 큰 산업부문에 집중 

되었다 즉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붕괴되어 가던 산업부문이 주로 노동 

집약적인 기초 제조업과 전통적으로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선도하는 자동차와 철 

강분야 등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정치적 효과는 곧 드러나게 퇴었다. 1970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미 

노동총연맹 산업별 회의 (AFL-CIO)’와 ‘미 자동차 노동조합(UAW)’ 등 노조단체 

의 대부분이 자유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 이후 노조단체 

는 기초제조업 부문의 보호주의 세력과 더불어 반 자유주의 세력의 중추를 이루 

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래 강력한 보호주의 법안들의 대부분은 AFL-CIO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노동운동에 의해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면서 크게 약화되었던 보 

호주의 세력이 노동계의 반 자유주의화로 인해 부활하였으며， 이들은 다시 강력 

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 수립과정은 이들 세 

력에 의해 다시 정치화된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정책을 포함한 자유주의정책연합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주었 

으며，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던 1980년 중반부터 입법화되기 시 

작한 ‘1988종합무역 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법은 스무트 흘리법 이래 최초로 의회가 포괄적 무역정 

책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그 방향을 조정하려 했던 시도였으며， ‘게파트 수정안 

(Gephart Amendment)’ 등과 같이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강력한 반자유주 

의적 조항들의 대부분은 바로 노동계에 의해 입안된 것이었다.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는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 

9)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과 그 후 1979에 개정된 무역법은 미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허용할 수 있는 소위 Section 301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권한은 1988에 제정된 종합무역볍을 통해 한층 더 강 
화되었다， 즉， 미 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불공정 무역관행과 불공정 무역국을 

매년 지정토록 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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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계속해서 약화되었으며 또한 기초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이 취약해 

졌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이미 보호주의로 

의 복귀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화되어 있었다. 더욱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 의 상당수는 미국 경제의 성 장을 주도하는 소위 ‘유망산업 (blue 찌bbon 

indus따r)’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들이였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기 

반을 무너뜨리는 철저한 보호주의로의 회귀는 미국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된다 

는 점에서 보호주의는 그 정당성과 실현성을 잃게 되었다. 즉， 해외시장에 의존 

하는 미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정책만을 신봉하지는 않았다. 미 

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뚜렷해진 197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보호주의의 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요구가 첨단산업을 중심 o 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틀을 유지하 

되 보다 공격적이고 자국중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폐쇄적인 해외시장의 개방과 공정한 무역관행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공 

정 무역 (fair trade) 정 책 이 라든가， 국가간 무역 량을 통제 하는 관리 무역 (managed 

trade) 조치， 고부가가치 산업의 국제경 쟁 력 육성 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략적 무역 (strategic trade) 정 책， 양국간 무역 에 있어 부문 

별로 무역상 혜택을 교환하자는 부문별 상호주의 (sectoral reciprocity) 정책 등이 

그것이다. 

일괄하여 수정주의적 자유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이 요구들은 대체로 반도체 

등 심각한 국제경쟁에 직면한 첨단기술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 

산업의 특성은 대체로 규모의 경제와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때문에 거대 

한 시장의 확보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항공기 

와 반도체산업 등의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미국 시장과 세계시장에서 

의 점유율을 잃게 되었다. 이들 미국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점유율 하락과 자국 

경제의 어려움이 자신들의 국제경쟁력 약화보다 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의 육성 

을 위해 시장을 폐쇄하고 수입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하며 자국 기업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 

미국 내에서는 정치와 경제 모든 변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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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각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들은 공정무 

역이나 관리무역， 전략적 무역정책 등을 통하여 미국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산업에 대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철폐하도록 하며， 나아가 

해외시장의 일정 부분을 양보받도록 하자는 복합적인 요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증대되어 온 미국의 해외시장 개방압력과 미 무역법 301 

조를 통한 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철폐압력 등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 

고 있는 것이다‘ 10) 미일 반도체협상이 성공을 거둔 1980년대 말 이후 이러한 수 

정주의적 요구는 많은 다른 산업부문으로 확대되어 갔다. 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적 지지세력이던 다국적 기업들의 상당수， 그리고 해외시장에 의존적언 첨단산 

업부문의 상당수가 수정주의를 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노동단체를 비 

롯한 전통적인 보호주의 세력 역시 전략적 이유로 수정주의적 정책을 요구하기 

도하였다. 

1970년대 이후 있어 온 미국 경제의 변화는 미국 통상정책의 사회 및 정치적 

기반을 변화시켜 왔다 이중 특히 앞으로의 미국 무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자유주의 정 

책연합으로부터 노동계의 탈퇴와 노동을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의 부활， 그리고 

수정주의적 자유주의의 형성과 확산이 그것이다.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자국중심적이고 반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 

는 것은 이같은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함과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 (NAFτA)이나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등을 통한 지역주의적 

접 근을 추구하고11) ， 미 일 포괄협 상 (Framework Talks)과 슈퍼 301조의 부활 등 

10) 이 시기에 미국 통상정책은 그 기조변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마국의 통상정책이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보다 일방적인 접근방법 (unilateral ap
proach)에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 수단으로는 통상법 301조에 의 
한 제제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등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에서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행사하였다 

11) 미국은 지역주의에 대해서 과거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1982년 소위 뉴라운드 출범을 주장하던 미국이 많은 나라 
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지역주의정책을 일종의 대외경제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후 1982년에 이스라엘과， 1988년에 카나다와， 그리고 1993년에는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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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이고 일방주의적인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대외통상정 

책이 무방향적이고 비일관적인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득 미 

국 사회 및 정치적 기반으로서 자유주의 세력의 지배가 막을 내리고， 자유주의， 

보호주의， 수정주의 세력들이 흔재하며 각각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다각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 외의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 다 12) 

m. 1990년태 며혹톨삼정잭의 며본방향 

1. 1990년대 미국경제 여건 

1980년대 미국경제는 계속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인해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과 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재정적자에 의한 인플레를 막기 위한 이자율 인상은 달러의 평가절하 

와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미국 내에는 일본， 독일 등 선진 

국가와 당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던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 세계경제 

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미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 

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민간 기업의 일대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혜어， 금 

융산업 등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정보통신 및 서비스 산업에서의 경 

쟁력이 향상되어 미국경제는 다시 세계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를 포함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을 체결하였다. 

12)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을 강력히 주장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이 다자간 무역체 

제를 통한 무역자유화 추진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중시했던 
GATT중심의 다자간 체제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은 이제 다자간 

체제를 통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엽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미국은 다른 무역정책수단， 즉 일방적， 쌍무 
적， 또는 지역주의 접근방법 등을 통해 미국의 정책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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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자료· 미국 상무부， 한국은행 

1990년대 들어 일본，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 

적으로 미국경제는 1991년 3월 경기순환상의 저점을 통과한 이후 저물가， 저실 

업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경기호황의 새로운 전 

성 기를 맞고 있다 13) 

이 시기 미국경제가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 

던 배경에는 미국 기업들의 세계화(globalization) 전략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미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은 생산 및 판매 거점을 세 

계 각지로 분산함으로써 저렴한 생산비용 및 광대한 해외시장을 바탕으로 이익 

을 최대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0년대 들어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 

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괄목할 만한 수출신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세계상품시장 점유율은 1985년 9.9%에서 1995년에는 12.2%로 향상되었다.14) 

13) 정인교(1997)는 최근의 이러한 미국경제의 상황을 지표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1991-96년 동안의 연평균 실질 GDP성장률은 2.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준은 
같은 기간 유럽 0.5%) ， 일본0.3%)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국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14) 정 인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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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FDI 증가 추이 (Million $) 

Yearly basis Historical basis 

Outflows Inflows Outflows I며lows 

1982 1,078 13,810 207,752 124,677 
1983 9,525 11,518 212,150 137,061 
1984 13,045 25,567 218,093 164，잃3 

1985 13，짧8 20,490 238,369 184,615 
1986 19,641 36,145 270,472 220,414 
1987 30,154 59,581 326,253 263,394 
1988 18,599 58,571 347,179 314,754 
1989 37,604 69,010 381,781 368,924 
1990 30,982 48,422 430,521 394,911 
1991 32,696 22,799 467，없4 419,108 
1992 42,647 19,222 502,063 423,131 
1993 77,247 50,663 닮4，283 467,412 
1994 73,252 45,095 612,893 480,667 
1995 92,074 58,772 699,015 535，닮3 

1996 84,426 84,455 795,195 598,021 
1997 99,517 105，갱8 없5，531 693,207 
1998 121，없4 188,960 980，닮5 811,756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2. 1990년대 미국 통상정책의 특성 

미국 통상정책은 경제적인 요인 못지 않게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도 많은 영 

향을 받아 왔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무역수지만의 함수라는 가정은 시대적인 상 

황을 고려하면 간단히 폐기된다. 그 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1970년대 초부터 

시작한 무역수지 적자가 바로 미국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는 것이다. 즉 미국의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행되었던 도쿄 라운드가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좀 더 극적인 또 하나의 예는 1930년대 이전 미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국이었을 때 미국의 통상정책은 사상 유례없는 보호무역주 

의 노선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다. 좀 더 근래의 예는 1990년대 들어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호황을 누리고 전례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미국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 상대국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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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는 나름대로 있어왔다. Goldstein(993)은 아 

이디어， 이해관계， 정치 등이 통상정책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의 독립변수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경제상황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변수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15) 0 ’H머loran(1994) 역시 미국 법체계의 특성인 판례법， 지속성 등에 

의해 법 자체가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힘들며 일정 기간의 시간지체 

(Latency)가 생긴다고 말한 바 있다 16) 이는 역시 과거의 통상법들이 통과되었을 

때 그런 법에 대한 내재적인 필요는 몇 년 전부터 있어왔고， 그 법들은 그런 요 

구들을 뒤늦게 법제화한 것이었다는 데서 확인된다. 

〈표 2> 미국의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추이 

교 역 (억달러) 재 정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재정수지 
GDP 대비% 

(10억달러) 

1980 2,208 2,570 -362 -74 -2.7 
1981 2,337 2,733 -396 -79 -2.6 
1982 2,123 2,549 -426 128 • 4.0 
1983 2,005 2,699 694 -208 • 6.1 

1984 2,179 3,412 1,233 -185 -4.9 
1985 2,131 3,617 1,485 -212 • 5.2 
1986 2,173 3,871 1,698 -221 -2.1 
1987 2,529 4,241 -1.712 -150 -3.2 
1988 3,194 4,598 1,404 -155 -3.1 
1989 3,638 4,933 • 1,296 -152 -2.8 
1990 3,931 5,170 -1 ,239 -221 -3.9 
1991 4,217 5,093 876 -269 -4.6 
1992 4,474 5,526 -1.052 -290 -4.7 
1993 4,654 6,000 -1,347 -껑5 -3.9 
1994 5,124 6,893 -1 ,769 -203 -3.0 
1995 5,835 7,700 1,875 -164 -2.3 
1996 6,229 8,178 -1.948 -107 •1. 4 
1997 6,876 6,876 -2,11l -22 -0.3 

자료. 한국무역협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epartment of Economic Analysis 

15) Go!dstein, 1993, Jdα15， Jnterests, and Ameriam 1'71αde Policy 
16) 0 ’Hal!oran, 1994, Politics, Process, and Ameriαzn 1'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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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미국 통상정책을 결정짓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하겠다. 

경제호황이 그 하나이고， 냉전의 붕괴로 인해 국내 이슈들이 대외문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이해집단 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행정부와 의회를 각각 다른 당이 장악하는 

측면도 통상정책의 기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 

전히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가진 고전경제학자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경제가 호황국면에 들어서면서 미국 통상정책은 1980년대의 수입제한에 우선 

순위를 두는 보호무역주의적 기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미국기업의 국제경쟁 

력이 향상되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요구가 약해진 것이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면적인 자유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 

하지는 않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정부에 해외시장 확대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조가 국내시장 보호주의에서 해외시장개방 쪽 

으로 선회하도록 만들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다자간투자협정 (MAI)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입품 

과 경쟁하는 산업들에 대한 보호는 1980년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무역조치가 변함없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해외시장 확대전략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다각적 접근방법 (m버tl

track approach)의 틀 안에서 실행되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무역기구 

(GATT따'TO)의 틀 안에서 호혜적인 개방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낮 

추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시 

장개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등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쌍무적 협 

상을 통한 시장개방을 꾀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또 하나 

의 접근방법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시장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는 지역 

주의라 하겠다. 

(1) 다자주의 

다자주의에 근거해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전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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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로 넘어와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그 가장 대 

표적인 예가 우루과이 라운드라 할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인 종료 

와 함께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미국 

통상정책이 다자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미국의 시장개방 노력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뿐만이 아니 

라， GATT끼NTO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해 나가는 데에도 경주되었다. 그 중 하나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무 

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WT。 출범 이후 미국은 분쟁 

해결기구에 가장 많이 제소를 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제소를 당한 나 

라이기도 하다. 

미국이 WTO 체제하에서 거둔 가장 큰 수확 중의 하나는 정보기술협정(In

fonnation Technology Agreements)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WTO 제 1차 각료회의에서 28개국이 참여해 채택한 정보기술협정은 컴퓨 

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 

로 완전히 철폐해 나간다는 것이며 그 기본 목표는 정보기술산업분야의 무역자 

유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협상 초기에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대만， 

한국 등 28개국만이 참여하는 불완전한 형태의 다자간 협정이었으나， 그 후 협 

상참가국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의 혜택이 

비참가국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에 대해 최혜국대우왼 

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정이다. 

정보기술협정 체결의 기본 논리는 정보기술제품의 교육자유화가 실현되지 않 

고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부품 

으로 사용되는 정보관련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완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보기술협상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미국이 정보기술분야에 

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이 다자주의에 의존하는 것은 과거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신뢰 

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자국의 비교우위 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무 

역상대국의 시장개방확대를 꾀한다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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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협상과 더불어 WTO 출범 이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히는 것은 기 

본통신 및 금융서비스 협상이다. 서비스 부문의 협상은 GATT 출범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이슈였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분야였 

다. 특히 서비스는 그 성격상 역내에만 제한되는 서비스와 역외에까지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그라고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 등에 따라서 다른 성격을 띠게 

되므로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러한 논의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 

상을 통해 합의가 되고，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대해 진지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들 두 부문은 미국이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때 

문에 미국은 해외시장의 확대를 통해 자국의 통신 및 금융서비스를 수출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1996년 

6월 29일 미국은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이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자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유럽연합은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개발도상국들도 금융서비스 산업 

의 낙후를 이유로 개방보다 보호를 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미국의 협상전략이 

다자주의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결국 두 서비스 부문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틀 안 

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통상협상의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주의 

1990년대 미국 통싱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주의를 여러 대안의 

하나로 간주하고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주의 정 

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되었다. 미국이 1990년대에 지역주의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 

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틀이 제시되고 있다 B머dwin(1993)은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거치면서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면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왕윤종(1997)은 유럽의 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적 동기가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상겸 (1993)은 1980년대 침체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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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미국의 입장과， 외자유치 및 기술도입 확대를 통해 선 

진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멕시코의 입장， 그리고 미국시장에서의 기득권 유지 

와 무역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NAFTA가 

추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Schott(1989)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목적의 하나로 무역장벽 철폐 외에 새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를 들었다. 

〈표 3> 미국， EU 및 일본외 상품 수출/수입 닙|교: 1997 (Billion $, %) 

-까「‘ 출 국 수출액 Share 
증가율 

수입액 Share 
증가율 

(연%) (연%) 

E U 825.6 19.7 3 787.0 18.1 2 

미 국 688.7 16.5 10 899.0 20.7 9 

일 본 421.0 10.1 2 338.8 7.8 -3 

총 세계 무역링 4184.0 100‘0 5 4347.0 100.0 5 

자료: WTO Annual Report, 1999, WTO. (EU수치 는 역외무역 만을 나타냄) 

NAFTA는 1985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제의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순조롭게 처리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캐 

나다에서는 노조 등의 반대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의회를 통과했다. 1987년 

당시 미국과 캐나다간의 교역 량은 연간 1 ，5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교역량이 큰 양국간 교역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두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관 

세를 비롯해서，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해외직접투자，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분쟁 

해결절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었다. 

두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멕시코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1992년 

12월 17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정상이 NAFTA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세 나 

라간의 무역과 투자에 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국과 미국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역상대국인 멕시코 등 3국 간의 경제관계를 

긴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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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AFTAOI 후 세 나라의 역내 및 역외 교역량 증가 (billion dollarsl 

수출국 연도 
수출대상국 

미 국 캐나다 멕시코 NAFTA 역외국 총합 세계 

1990 83.0 28.3 111.3 282.3 393.6 

미 국 
1995 126.0 46.3 172.3 412.4 잃4.7 

1996 132.6 56.8 189.3 엄5.7 625.1 
1997 150.1 71.4 221.5 467.2 688.7 

1990 95.2 0.5 95.7 31.2 126.9 

캐나다 
1995 152.8 0.8 153.6 38.5 192.2 
l앉갱6 164.6 0.9 165.5 36.1 201.6 
1997 176.8 0.9 177.7 36.6 214.4 

1990 32.3 0.2 32.6 8.4 41.0 

멕시코 
1995 66.6 2.0 68.6 10.9 79.5 
1996 80.3 2.2 82.5 13.8 96.3 
1997 94.3 2.2 96.5 14.0 110.4 

1990 127.6 83.2 28.9 239.6 321.9 561.5 

NAFTA 
1995 219.4 128.0 47.1 394.5 461.9 856.4 
1996 244.9 134.7 57.6 437.3 싫5.6 922.9 
1997 271.1 152.3 72.3 495.7 517.8 1013.5 

자료: WTO Annual Report, WTO. 

〈표 5> NAFTA이후 세 나라의 역내 및 억외 비중 (단위: %) 

수출대상국 

연 도 역외국 
미 국 캐나다 멕시코 NAFTA 

총 합 
세 계 

미 국 
1990 14.8 5.0 19.8 50.3 70.1 
1997 14.8 7.0 21.9 46.1 68.0 

캐나다 
1990 17.0 0.1 17.1 5.5 22.6 
1997 17.4 0.1 17.5 3.6 21.2 

멕시코 
1990 5.8 0.0 5.8 1.5 7.3 
1997 9.3 0.2 9.5 1.4 10.9 

NAFTA 
1990 22.7 14.8 5.1 42.7 57.3 100.0 
1997 26.7 15.0 7.1 48.9 51.1 100.0 

자료 WTO Annual Report, WTO 



미국 대외 경제정책 변천 107 

〈표 6> NAFTAol 후 세 나라의 역내 및 역외 교역량 증가율 

연 도 

(단위: %) 

수출대상국 

미 국 세 계 

1990-97 
미 국 1996 

1997 

1앉예-97 9 
캐나다 1996 8 

1997 7 

1990-97 17 
멕시코 19댔 21 

1997 17 

1990-97 11 
NAFT A 1996 12 

1997 11 

자료: WTO Annual Report,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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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NAFTA를 통해 각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 

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헌법상의 규제를 없 

애버리기를 원했고 또 자본투자가 미홉한 멕시코의 원유산업에 미국이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랐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섬유와 철강에 대한 쿼터를 없애고 멕 

시코의 과일과 채소 특히 아보카도에 대한 미국시장을 열어줄 것을 희망했다. 

캐나다의 은행들은 멕시코와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했고 또한 서비스， 자동 

차， 그리고 정부조달부문에서 멕시코에 대한 수출기회를 늘리고 싶어했다. 

NAFTA체결애 대해서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 

국의 경우 노동단체와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 

고 나섰으며 이는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노동단체들 

은 자국의 회사들이 멕시코의 저임금을 노리고 멕시코로 옮겨갈 경우 미국내 일 

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내 

산업들은 NAFTA가 궁극적으로 멕시코의 값싼 물품을 미국내로 대폭 유입시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멕시코-미국 국경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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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오염에 대해서 우려했고 또한 미국의 환경기준이 완화될 것에 대해 경고 

했다. 

이와 같이 찬반 그룹간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NAFTA는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NAFTA의 출범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무역은 역외국가와 

의 무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측면에서의 지역통합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역내수출이 크게 증가해 NAFTA는 미국내에 

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경험은 지역주의가 미국 통상정책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 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APEC은 1989년 1월 호주총리의 제 안에 따라 환태평 양지 역 국가간의 경제협 

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이다. APEC은 우루과이 라 

운드 협상타결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등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 

역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게 되자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제안된 것이었 

다. 또한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유럽공동체 (EC)의 협상력이 과거에 

비해 윌등히 증가된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APEC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도 EC의 협상력 

제고와 NAFTA 체결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APEC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미와 동아시아지역간의 상호 경제의존도가 높은 점도 이 지역 개도국들 

이 APEC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미국은 APEC 창립 당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런 미국의 입 

장은 1993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을 위해 동경을 방문하면서 급 

격히 바뀌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바로 이 회담에서 APEC을 정상회담으로 격상 

시키고 APEC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태평양 

공동체 (New Pacific Community: NPC)의 창설을 제의했던 것이다. APEC은 무 

역 및 투자자유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발전해 오고 있 

다. 그러나 APEC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구나 경제통합체의 성격을 가지 

는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출범 이후 주요 사엽으로 추진해 온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의 성과는 기대만큼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및 경제개발 협력， 기술이전 및 제도개선 등의 분야에서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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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PEC이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또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컸다. 이러한 미 

국의 주도적인 자세는 NAFfA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해외시장의 확 

개방이라는 목적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흥공업국들과의 경제협력강화 

유럽연합을 견제한다는 지역주의전략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및 

를통해 

〈표 7> APEC, EU, NAFTA의 상품 교역량 비교， 1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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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방주의 

1980년대에 이어서 변함없이 이어지는 미국 통상정책의 한 노선이 있다면 바 

로 일방주의다. 미국은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 

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처럼 미국상품에 대해 장벽을 쌓는 

나라들에 대해 일방주의적인 조치를 이용해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일방주의적 

인 무역정책에 박차를 가한 것은 구소련연방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로 인한 냉전체제의 종식이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별되는 냉전구도가 

붕괴되자 미국， 일본， 유럽국가간의 관계는 정치적인 동맹관계에서 경제적인 이 

해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즉 이들 국가간의 관계가 정치적 

인 협력관계에서 경제적인 경쟁관계로 변모한 것이다. 그 이후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대미 흑자국가들에 대해 일방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미국의 무역정책이 자유무역주의 시대에 보여주었던 전반적인 개방정책으로부 

터 자국 산업 보호와 비교우위 품목의 수출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선회 

하였다. 특히 1990년대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일방주의적 무역정책을 통해 부 

문별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일방주의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더욱 강화되어 과거 자유주의 우방이었던 일본 및 유럽 연합 국가에 대해 

서도 차별 없이 적용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마찰은 전후 계속되어온 두 나 

라간 긴밀한 정치적인 관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 

고 나서 미국은 일본의 무역관행에 대해 더 큰 비판과 압력을 가했다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클린턴 행정부가 취한 무역조치의 하나는 외국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다름 아닌 관리무 

역 (managed trade)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해석되어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 

시 클린턴의 수석 경제자문관(Laura D’Andrea Tyson)은 자유무역이 이상적이지 

만 비현실적이라면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무역이라도 추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불펀한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1994년 2월에는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통신， 보험， 자동차 및 부품， 의료기기 등의 수입 대해 수치 목표를 설정 

하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기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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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자 일본과 미국은 광범위한 무역협상을 진행시켰으며 한 달 후 클린턴은 일 

본에 무역제재를 가할 광범위한 법률적 권리를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조치의 또 다른 대상은 신홍공업국가들이었다.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슈퍼 301조가 적용된 나라를 살펴보면， 

브라질，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남미와 아시아의 후발국 

가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이 과거 공산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 

를 목적으로 묵인해 오거나 방조해 왔던 불공정무역행위를 더이상은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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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미국의 국별 301 조 제소추이 (1974년 199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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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숫자는 수퍼 301조， 안의 숫자는 스페셜 301조 제소 

8 13 22 

미국 통상정책의 일방주의적 조치는 주로 301조， 슈퍼 301조， 그리고 스페셜 

301조 등으로 통상법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릉도 중요한 

일방주의 조치의 도구다. 이런 법적 도구들은 그 내용이 다자간 무역기구의 정 

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자간 무역체제 내에서 적절한 



第二十三輯(2000)112 美 國 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흔히 미국이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표 9> 미국의 수입대상국별 반덤핑조사 (1991. 7-1993. 6) 

제재조치 

발동비율 (%) 

33 
38 
56 
56 
38 
22 
33 
60 
43 
67 
50 
75 

미국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00 
60 
37 
4 
19 
18 
18 
4 

5 
6 
3 

국별 조사건수의 

상대적 비율(%) 

100 
47 
38 
15 
27 
9 
8 
8 
8 
5 
5 
5 

조사건수 

m@ 

m
ω
 
때
 mm 

잃
 n 
m 
m 
m 
7 
6 
6 

국가구분 

전체수입국 

선 진 국 

개발도상국 
동유럽국가들 
유럽공동체 
일 본 
캐 나 다 

한 국 

브 라 질 
대 만 
멕 시 코 

중 국 

자료: GATT, Trade Policy Review: United States 1994, Vol. 1, p. 67, Table IV. 2 

(4) 쌍무주의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유지할 경우 미국은 슈퍼 301조 등을 이용 

한 일방주의적인 조치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사국과 협상 및 

다자간 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 등을 이용하는 쌍무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이 

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쌍무주의는 사안별， 국가별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데 특징 

이 있다. 

미국과 EU간의 관계는 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의 

고，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쟁해결기구 등을 통해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1995년말 신범대서양구상(New Transatlantic Agenda) 

의 발의는 미국과 EU와의 관계를 개선시켰다. 그 후 1997년 5월 28일 클린턴 

미 대통령과 자크 양테르 EU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우호적인 양자관계를 급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양측은 관세 분야 및 불법 마약류 단속에 관한 

체결하였고， 상호인정협정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미 무역대표부 

는 1996년 자료를 인용해 1 ，28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 EU 수출에서 

증진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었 

상대의 무역장벽을 해소 

약 

속도로 

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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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 해당하는 660억 달러가 미국과 EU간 표준 및 검사제도의 불일치로 인하 

여 중복적 인 인증(certificate)을 요구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은 통신장비， 정보통신제품， 의료기기， 의약품， 운동장 

비 등에 관한 양측의 형식과 절차상의 규제를 과감히 축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 

다. 전문가들은 15% 상당의 수출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8) 

한편 미국과 EU간 쌍무적 통상관계는 이렇듯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WTO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예로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미국과 EU가 서로를 제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표 10> 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미국으I EU 제소 

날 짜 

1995. 7. 19 
9. 28 

1996. 1. 27 
2. 5 

11. 8 
1997. 10. 8 
1998. 1. 6 

4. 30 
5. 20 

자료: WTO 

사 안 

곡물수입 관세 

바나나 수입， 판매， 유통 관행 
육류 및 육가공품 수입제한 (호르몬 사용금지) 
바나나 수입， 판매， 유통 관행 (에쿠아도르 가입 후) 
컴퓨터 장비 관련 관세분류 
가공 치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틀 

저작권과 Neighboring Rights의 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 
동영상과 텔레비전전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의 집행 

비행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조치들 

1994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일본간의 자동차 분쟁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은 일본에 대해 공세적인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는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대미 

흑자국이면서 수출에 비해 수입이 두드러지게 적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간 

의 자동차 분쟁은 쌍무간 무역불균형 심화현상에서 비롯된 통상마찰의 전형적인 

예이다. 1994년 10월 1일 미 무역대표부는 일본 자통차의 수리 및 부품교환시장 

에 대해 미 통상볍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고 이후 양자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995년 5월 10일에 동 건에 대해 일본의 행위，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고 차 

18) 왕윤종(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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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EU으| 미국 제소 

날 짜 

1996. 4. 17 
5. 3 

5. 23 
11. 28 

1997. 5. 23 
6. 20 
8. 18 

11. 18 
1998. 2. 6 

6. 9 
6. 30 

11. 19 
11. 25 

1999. 1. 26 
3. 4 

3. 17 

6. 8 

자료: WTO 

사 안 

미 대통령령 NO.5759에 따른 관세율 증가 
헬름즈 버튼 법 (The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이idar 
ity Act) 
미 신원산지 규정 
요소 반덤 핑 조치 (Anti←Dum미ng Measures on Imports of 
Solid Urea from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Measures Affecting Textiles and Apparel Produιts 
Measure Affecting Govemment Procurement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Poultry Products 
T없 Treatment for ’ Foreign Sales Corporations’ 
Harbour Maintenance Tax 
Anti-Dumping Act of 1916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Hot-rolled 
Lead and Bismuth Carbon Steel Products Originating in the 
United Kingdom 
Measures Affecting Textiles and Apparel Products 
Sections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Import Measures on Certain Products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Wheat Glute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Section 211 Omnibus Appropriations Act 

별적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1995년 5월 16일 미국은 6월 28일자로 일제고 

급승용차 16종에 대하여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언하면서 5월 20일 

부터 미 관세청으로 하여금 일제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도록 지시하였 

다. 이 사례는 미국이 자국의 통상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일본의 

자동차시장을 개방하고자 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WTO의 분쟁해결절차 

를 통해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쌍방간의 맞대결이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이기도 하다 19) 

19) 왕윤종(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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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 사건에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다자간 무 

역규범 하에서 통제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후에도 미국의 대일 통상관계는 상당히 공세적이었는데， 이는 일본에 대해서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개방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간에는 많은 쌍무적 무역협정이 맺어졌다. 자동차 협 

상 이후 미국과 일본간에 최대의 통상현안은 기존의 1991년에 체결한 미일 반도 

체협정(1991)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미국과 동 협정의 효력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를 원하는 일본간의 입장 차이가 반영된 미일 반도체협정(1996)이었다. 

이와 같은 양자간 협정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일 미 상공회의소는 1990-1996년간 미 

일간 체결된 45개 무역협정 중에서 13개 협정이 성공적이었고， 18개 협정이 근 

소하게 성공적이었고， 1Q7n 협정은 실패했으며， 나머지 4개 협정에 대해서는 평 
가를 유보하였다 20) 

(5) 신속처리권한(Fast τrack Authority)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요소중의 하나가 신속처리권한(Fast τrack Authority)이다. 신속처리권한이란 

미 의회가 행정부에 대외협상권한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써 의회는 행정 

부가 체결한 협정의 이행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속한 처리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행정부가 대외협상을 통해 체결한 협정안의 

이행법안을 제출하고 의회는 60일 이내에 상하원에서 수정없이 행정부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회는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에 대해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고 가부간의 결정만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은 거부권 행사에 국한된다. 이와 같이 행정부는 대외협상시 자율 

적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협상상대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대외적 통상협정의 체결방식과 비교해 볼 때 행정부가 비 

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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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의회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사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다.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단지 행정부가 대외통상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와 민간 자문기구 등에 협상의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는 

의무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즉 대외협상권한에 대해 의회가 행정부 

에 최대한의 양보를 한 셈이다. 

신속처리권한은 도쿄 라운드협상을 수행하기 위해 통과된 1974년 통상법에 의 

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신속처리권한의 부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 

이유는 도쿄 라운드가 합의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이 협상안이 통과될 것이라 

는 보장이 없는 한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뿐더려 합의를 하는 데 대한 참 

가국들의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던 상 

황에서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는 협상상대국들의 우려를 자아낼 만했고， 그만 

큼 신속처리권한은 도쿄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고할수 있다 

이후 단순한 관세율 인하협정과는 달리 포괄적인 대외통상협상시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도쿄 라운드협정 0974-

79),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1984-1985) ，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0986-88) ， 우 

루과이 라운드협정 0986-94)， 북미자유무역협정 099l -93) 등 5개의 대외통상협 

정이 신속처리권한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신속처리권한은 우루과이 라 

운드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을 마지막으로 1994년 4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미 행 

정부에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11월 30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각료 선언문에는 협상의제， 타결방식， 협상기간 등이 구체 

적으로 실리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협상의제와 범위 등이 주요 국 

가틀간의 입장차이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행정 

부가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번 뉴라운드 협상의 공 

식출범 자체를 위협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미국과 같은 국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다자간 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행정부 

에 대한 신속처리권한 부여는 앞으로의 협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전 

문가들은 클린턴 행정부 임기 내에서는 신속처리권한이 부여될 기회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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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는 뉴라운드 협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늠 

쇠가 될 것이다. 뉴라운드 협상뿐만 아니라 신속승인절차에 영향을 받는 이슈들 

은 칠레의 NAFTA 가입，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결 

성 등이 있다. 

〈표 13> 신속승인권한 갱신 역사 

연 도 ~ 안 。l T AT‘ 

1974 The Trade Refoπn Act 도쿄 라운드 협상 

1979 The Trade Agreements Act 도쿄 라운드 협상 이행안 

1984 The Trade and Tariff Act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 

1988 The Omnibus Trade and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Competitiveness Act 
1991 ‘ 신속승인권한 연장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93 신속승인권한 연장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NAFTA 이행인-

자료: Destler (1997) 

신속처리권한이 미국 통상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의 

회가 노동자들과 수입경쟁산업의 입검에 영향을 받아 보호주의적인 경향으로 기 

울기 쉽기 때문이다. 

(6) 압력단체의 영향력 증대 

1990년대 에 들어 서 이 익 집 단Gnterest group)과 사회 운동단체 (social activist 

group)들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통상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 었다. 북미자유무역 협 정 (NAFTA) 협상 당시 가장 강력 한 반대 세 력 

들이 노동단체와 환경단체였던 것은 좋은 예이다 노동단체들은 미국의 기업들 

이 멕시코로 옮겨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게 되면 국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또 

국내 노동기준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생산시설들이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멕시코로 옮겨갈 경우 심각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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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를 분명히 했다. 

비슷한 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수년간에 걸쳐 협상되어 오다 1998 

년에 결렬된 다자간투자협 정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에서 도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 등 몇 나라가 자국 문화산업 등의 보호를 위해 협상에 소극 

적이었던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 및 노동단체들은 유해물질 생산시설의 

수출과 노동조건의 악화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운동 

들은 정치적인 압력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다자간투자협정의 결렬에 결정적 

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WTO에 제소된 바 있는 돌고래참치 

사례는 돌고래 보호를 외치는 환경운동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바가 있다 이러 

한 사회운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들도 강력한 로비를 통해 자신들의 이 

익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MAl 협상의 성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들 

의 로비， 북미자유무역협정 타결，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로 

비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익집단틀과 사회운동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압력은 그 영향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 때로 미국 정부는 그러한 압력을 통상협상의 무기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더불어 차기 통상이슈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정부는 자국의 산업이 국 

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는 이유로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 노동여건의 차이， 경쟁정책의 차이 등을 제기하였다. 이는 곧 ‘공정한 경쟁’ 

을 위해서는 ‘경쟁여건의 균등화’와 함께 ‘공통의 게임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무역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제기하 

고 나선 배경에는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보호주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와 함께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론자의 목 

소리가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즉，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는 환경보전이라는 대 

의명분과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동기가 결합되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21) 윤기관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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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뿔약 뿔 뿔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시대적 변천과 함께 그 기조는 

물론 주요 수단들도 변모해 왔다. 1930년대 이전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변화 

를 살펴 볼 때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핵심 요인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상정책결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즉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의회 중 어느 조직이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통상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 

반적으로 의회는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선호한 반면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통상 

정책을 구사하려는 노력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의회는 업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1980년대까지는 수출부문의 요구보다 수입증가로 인한 어 

려움을 호소하는 국내업계의 요구가 커 주로 수입규제적인 통상정책이 많이 채 

택되었다. 그러나 의회의 영향력이 약했던 시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 

부가 리더쉽을 갖고 통상정책을 주도해 나갔다. 

시대별 통상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당시 경제상 

황이다. 경제전체가 불황에 빠져있거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주의 보다 보호주의가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역시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업계에 의해 가장 크게 가해졌으며 수입증가에 대해서는 동종 업계 내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납에 따라 국내에는 보호주의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으며 의회는 여러 통상법을 제정해 수입을 규제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을 두고 소위 신보호주의가 대두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통상법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따라서 통상법은 시 

대별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시기를 

놓쳐 당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1970년대 초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상법을 제정하지 못해 비교적 자유주 

의적인 통상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미국 기업과 상품의 세계시장 진 



120 美 國 學 第二十프輯(2000) 

출쪽으로 관심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는 국내적인 요인 뿐만이 아니고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의한 요인도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냉전체제가 끝나고 

경제활동의 범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미국은 물론 모든 국가들은 정치， 외교， 

안보보다 경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비교적 시장개방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미국으로서는 통상정 책의 목표를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에 둠으로써 자국의 이 

익을 극대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세계경제의 환경의 변화 

등 대외적인 여건변화도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1990년대 미국 통상정책은 한 마디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소위 다각적 접근방법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평상시 통상정책의 기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례 없는 호황국면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통상정책 

이 198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성향을 띠게 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 타결과 그 후 WTO의 출범 등은 미국 통상정 책 

의 비중을 다자간 무역체제 쪽으로 기울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역적자， 비교우위의 변화에 따른 수출산업의 해외시장진 

출 압력， 정치력이 강한 특정 산업의 보호 요구 등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다자간 

무역체제에만 의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즉， 이러한 문제틀의 해결을 위해 일방 

주의 및 쌍무주의적인 접근방법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유럽 

연합의 부상 등 지역주의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주의전략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대안의 하나로 추진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끝으로 미 행정부 

가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이익집단 및 사회단 

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1990년대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를 설명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측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이 이익집단과 사회단체간의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 

는 대내적으로 통상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 

성이 크다. 이렇게 되변 미국의 통상정책이 매우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다자간 무역체제내에서 미국의 위상 및 신뢰도 또한 크게 떨어질 수 있 

다. 더욱이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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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지적은 21세기 세계무역환경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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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 

시대 겨 
U 사 건 비 고 

1930 - I - 1920년에 미국은 주요수출국이 되었 I Smoot-Hawley 

34 I 으며 미국의 강력한 보호주의와 이에 | 관세법 통과(1930) 

대한 유럽의 보복으로 인해 무역이 

위축되고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가 침 

체에 빠짐. 

1934- I - Smoot-Hawley 관세법으로 인한 미 IRTAA통과(1934) I 다자주의가 
62 I 국경제의 침체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1 뉴딜정책 (1933) 지배함. 

자유주의가 전반적인 경향이 됨 I GATT(1948) 

•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I Marshall Plan 및 

완전히 장악했고， 이로 인해 다자주 I OECD(l948) 

의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I EEC 창설(1957) 

가장 부합하는 정책기조로 채택됨. 

미국 기업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경 

쟁우위를 확보하면서 무역자유화가 수 

출경쟁산업 빚 수입경쟁산업 모두에 

게 큰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등이 존재했 

지만 많이 사용되지 않았음. 

1962- I 미국 경제의 주도권이 점차 약화됨. ITEA 통과(1962) 

67 I - 1962년 유럽 이 공통농업정책(Common I STR 설 립 

Agri띠ltural Policy)을 채택할 것을 I Kenn어y Round 

결정한 이후로， 미국은 무역상대방이 1(64-67) 

부당하게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정 

책에 대비함. 

1없년에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이 미국의 

수출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가할 경 

우， 대통령은 그 나라에 대해 보복 

(re때Ja디on)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 

자주의가 
:ζE 

T 1T. 

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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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건 

- 미국은 대외통상정책의 양대원칙으로 

상호주의 (reciprocity)와 보복(r，앙alia

tion)을 채택 

무역확대법의 통과로 인해 미 행정부 

가 좀더 포괄적인 협상권을 가지게 됨. 

1967- I - 미국 경제의 주도권 약화와 무역적자 ITEA 연장 불허 1- 다자주의 에 
74 I 및 오일쇼크 등으로 보호주의 경향 강화 | 월남전 패배 | 서 점차 쌍 

의회에 보호주의 경향 득세로 행정부 무 주 의 로 

는 협상권한을 가지지 못함 전환 

1973년 달러화의 평가정하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함. 

-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로 인해 양국간 

의 협의 그리고 보복수단이 사용됨. 

1974- I •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ITRA 통과 
79 I 이 점 점 줄어 듬 I (Section 301) 

- 닉슨의 공화당 정부가 집권했지만 | 신속처리권한 

TRA 통과는 미국지도층에서는 여전 I (Fast Track 
히 자유주의 가 우세했음을 보여 줌， Authori매) 

- 도쿄 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이 중요 15TR 강화 
하게 다뤄짐 ITI뼈TO Rour띠 

- 일본 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 I (75 -79) 

TAA통과 (1979) 

-다자주의 

및 일방주 

의 병존 

1979- I 미국의 경제는 사상 최악의 쌍둥이 

841 적자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미국 내 

에 보호주의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 

어주게 됨. 

•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냉전이 거의 절정에 달하게 됨. 

1984- I - fair trade가 free 없de 원칙에 우선 ITTA (암ade and I 다자주의 , 
881 하게 됨 I Tariff Act) 통과 | 일 방주의 , 

이로 인해 다자주의 뿐만이 아니고 ISTR이 USTR로 | 지 역 주 의 

일방주의가 미 통상정책의 중요한 도 | 개편됨 | 의 병존 

구가 됨 | 이스라엘과의 

FTA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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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유럽단일시장의 창설로 인해 세계경 OTCA 통과 (1988) -다자주의 

92 제에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가 위협 (Super 301, Spe- 이~ tlJ-즈 7드 -이「 

받게 됨. cia1 301) 지역주의 

- 성장하는 유럽과의 경제력 경쟁에서 UR 시작 의 병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도 US-Canada FT A 
입함. (87) 

- 냉전체제의 종결 Maastricht 

Treaty (92) 

1992- NAFTA 체결 (93) -다자주의 
98 UR 종료(93) 양자주의， 

WTO 창설 (95) 일방주의， 

지역주의 

가혼재 

〈부록 2. 미국 통상정잭의 기본원리〉 

시 기 정책의 기본원리 
정책결정 

트정 주요 법， 정책 
주도권 

30년대 
보호무역주의 의회 

유치산업 1930년 무역법 
이전 보호목적 (스무트-흘리) 

1934- 정책적 혼란기 
점차 

2차대전 
1945년 (위기: 대공황 확산) 

행정부 
(전시경제체제) 

1934년 RTAA 
위임 

1945년~ 
안보최우선주의 

70년대 중반 
자유무역주의 행정부 (통상정책=하위 1962년 무역확대볍 

정치) 

70년대 중반~ 정책적 흔란기 
행정부 

신보호주의 대두 1974년 무역법 

80년대 중반 (위기:무역적자급증) (각종 회색조치) VRA, OMA 

80년대 중반 
공격적 상호주의 

의회의 
공정무역 

1988년 종합무역법 
(도발적 시장개방압 (Level Playing 

이후 
력) 

권한회복 
Field) 

수퍼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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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빨&용 월vol뼈뼈on 0뽑 &뾰e U,S, 뺨없짧뼈g 용g뼈g짧 

Bark ’Taeh。

This paper cliscusses how U.S trade policies have evolved over the period 

from 1930s to 1990s and analyzes the causes and implications of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American trade policies during this period.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exert influence on the trade policies of a country. 

Intemal factors such as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as well as the 

extemal environments could both be important in the making of US trade 

policy. Protectionism was prevalent in US trade p여icies in the 1930s with the 

establishment of Smoot-Hawley Tariff Act while U.S. has been favorable to 

liberal polici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accordance with turbulent 

changes in the worlds economic environment. Moreover, U.S. trade policies 

since the 1990s has begun to take on cliverse roads, where the U.S. has 

adopted the so called multi-track po!icy, which includes multilateralism, 

unilateralism, bilateralism as well as regionalism, in order to maximize its 

own benef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