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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정책과 전략은 국제무역체제의 근간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다. 이것은 1930년대 이래 국제무역체제의 두드 

러진 특정 가운데 하나다. 아마도 냉전체제가 와해된 1990년대 이후 이 

런 추세는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에서 새 행정 

부가 출범할 때마다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 

니지만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자 그가 어떤 방향으로 미국의 무역정책과 

전략을 펴나갈지가 특히 관심을 끌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NAFTA를 성 

사시키고 WTO를 출범시킨 1994년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전략이 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21세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1994년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전략은 휴면상태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4월 16일자로 종료된 미행정부의 신속 

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의 연장 문제와 관련해 그 해 그리고 

1997년 두 차례에 걸친 클린턴 대통령의 동 권한 연장 노력이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벽에 부딪쳐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특한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 하에서 신속처리권한을 갖지 못한 행정부의 활동반경 

은 극도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변에서 부시행정부가 비교적 자유 

무역을 선호하는 공화당의 전통을 이어받아 특히 1980년대를 수놓았던 

레이건 행정부 그리고 이후 부시행정부의 공정무역의 기치를 되살려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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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인 점 등을 활용하여， 신속처리권한 

을 무리없이 확보해 다시 무역자유화의 강공을 펼쳐 나갈지 여부가 관 

심거리였다. 더구나 당시 미국경제는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 

고 설업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집권 1년은 적어도 무역정책 측면에서는 큰 변 

화 없이 지나갔다. 물론 1999년 시애틀의 WTO각료회의 이후 반세계화 

의 역풍이 거센 속에서 2001년 11월 도하 라운드의 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9.11 테러로 인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갑작스런 침체와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2002년 봄 무려 잃개국에 대하여 내린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부시행정부의 무역정책과 전략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말 

았다. 이어서 5월에는 농업부문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r2002년 농업법」에 서명함으로써 또 한번 온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한 

편 8월에는 신속처리권한(소위 무역촉진권한)에 관한 규정， 무역구조조 

정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r2002 무역법」을 가까스로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상애서 간략하게 되돌아 본 부시행정부 무역정책과 전략의 정체와 

진면목을 밝혀내기가 결코 쉬울 리 없다. 또한 부시행정부의 무역정책 

을 평가하는 논문도 아직은 태부족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의회내 민주당과 

공화당간，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나온 f2α)2 무 

역법」이 고도의 정략적 。 전략적 판단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부시행정 

부의 무역정책과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 따 

라서 이 글은 먼저 r2002 무역볍」의 특정적 요소를 간추려 정리하면서 그 

것의 의미를 평가하고，1) 이어서 다자주의 대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점， 특히 도하 라운드와 미주자유무역지대 결성에 임하는 부시행정부의 

1) '2002 무역법」은 @ 무역조정지원개혁법 @ 초당파적 무역촉진권한 규정，@ 안데스 
국가와의 무역특혜법， @ GSP 확대법，@ 기타 규정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 
운데 이 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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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자세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리해 보려고 한다. 

II. r2002 무액뺑」의 주요 톰쟁: 쁨석과 평가 

1. 멸열훌옐뭘휠째8 웰활 뽑떻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의회와 대통령(행정부)의 마찰 o 대 

립 • 경쟁 。 협력은 미국 무역정책의 결정구조와 체제의 핵심요소다. 또 

한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언제나 양자 중 어느 편이 무역정책 

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최병선， 1999: 942) , 이런 변에서 무역촉진권한(과거의 신속처 

리권한)의 규정방식만큼 무역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간의 주도권 

경쟁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2) r2002 무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역 

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τ망A)은 1974년 무역볍， 그리고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수정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부의 협상여지나 재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것은 WTO 체제 하에서 미국의 국익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는 미의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과거 신속처리권한의 성격과 영향 

주지하다시피 미국 헌법은 무역정책 권한을 의회의 전권으로 규정하 

2) 아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부시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선속처리권 
한’이란 명칭을 ‘무역촉진권한’으로 바꾸어 볼렀다(강문성 외， 2002). 부시행정부는 ‘신 
속처리’라는 용어가 미국의 무역협상 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해 마치 의회가 하는 일이 고작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한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볼필요하게 의회 또 
는 의원들이 이 권한의 연장 또는 부활에 거부감을 갖도록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 
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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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무역협상권한은 행정부에 속할지라도 행정부는 의회의 

명백한 권한 위임을 받고 그 범위 안에서만 협상에 임하도록 되어 있 

다. 이런 전통은 1930년대에 이트러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보호주의 악법의 대명사인 Smoot-Hawley법이란 대설책을 범한 미의회 

는 r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을 제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에 

제한적인 관세인하 협상권한을 부여하게 되었고 행정부가 주도한 협상 

이 의회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 협상결과를 수정없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 방식은 rl962년 무역확대볍」이 

제정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비관세장벽 (NτBs)이 중요한 무역협상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자 종래 

의 위임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비관세장벽 빛 조치 

에 관한 사항은 의 회 의 전권사항으로서 모든 협 상결과는 반드시 미 의 회 

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정부가 미행정부와 아무리 성공적 

으로 협상을 타결할지라도 미의회의 비준을 얻어 국내볍체계에 수용하 

지 않는 한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라서 외국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미 

행정부와 협상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1973년초 특히 비관세장벽의 언하에 초점을 맞춘 Tokyo Round를 추 

진하기로 한 Nixon행정부로서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시급히 해결 

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사였다. 닉슨은 종래의 권한위임방식과 거의 동 

일하게 행정부가 비관세장벽 인하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미의회 

가 사전에 승인해 주고 대통령은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법에 반영시켜 

야 할 사항을 공표함으로써 협정을 이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상 

원과 하원은 90일 이내에 이를 비토(vet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새 

로운 권한위임 절차를 제안하였다.3) 이 제안에 대해 하원(세입세출위원 

3) 그러나 r1974년 무역법」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우선 1972년 무역 
수지적자는 기록적이었고， Watergate 사건으로 Nixon의 대의회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으며， GATT 비회원국인 소련에 MFN 대우를 제공하려 한 행정부의 제의에 의회 
는 외국인(특히 유태인)의 해외이민을 금지하고 있는 소련의 태도변화없이는 이를 결 

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Winham， 1986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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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은 커다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원(재무위원회)은 이 방법이 

통상적인 입법과정 및 절차와 상치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특별무역대표(STR) 지도자들과 상원 재무위윈회 의원 및 보좌관 

들간에 타협안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및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에 대한 의회의 신속처려절차(Con

gressional fast-track implementing procedures)에 관한 규정들이다. 

우선 신속처리권한에 관한 규정(1974년 무역법 Section 102 및 1988 

년 종합무역법 Section 1102)을 보면 “대통령은 미국 또는 외국의 관세， 

비관세장벽， 기타의 조치가 미국무역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그런 무역장벽의 축소나 철폐가 미국의 무역협상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 

다고 판단할 때에는 미의회가 설정한 기한내에서는 언제라도 외국과의 

다자간협정 또는 양국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4) 이어서 협정 이행법안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1974 

년 무역법 Section 151-154)에 의하면 @ 대통령은 무역협정을 체결하 

기 이전에 상원재무위원회， 하원세입세출위원회， 그리고 협정내용상 관 

련있는 상임위원회와 협정의 성격， 목적， 협정이행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2) 협정체결일 90일 (UR협정의 경우는 120일)전에 협 

정체결의사를 의회에 사전통고해야 하고，5) @ 대통령이 공식협정문， 이 

행법안， 기타 협정이행과 관련한 행정부의 조치나 계획내용에 대한 자 

료 및 정보를 의회에 송부하면 의회의 해당위원회들은 45일 이내에 검 

토를 마쳐서 무조건 상하원의 본회의에 회부해야 하고，@ 상하원 본회 

의에서는 15일 이내에 이행법안에 대해 아무런 수정없이 다만 찬반의사 

만을 표시 할 수 있는 可否투표(up-or-down vote)로써 의 회 의 입 법 절차 

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다만 관세협상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관세인하폭의 상한선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 절차는 의회의 해당위원회들이 대통령이 해당협정을 서명하기 이전에 동 협정내용 
을 섬사하고， 이 협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사항을 결정하며， 행정부관리들과 더불어 이 
행법안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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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의 신속처리권한은 r1974년 무역법」에 5년기한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이것은 동경라운드 협상결과인 다자간무역협정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TNs)의 이행법안 성격의 r1979년 무역협정법」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 

한 동볍은 비관세장벽의 추가적 감축을 위한 후속협상의 필요성을 인정 

하여 1988년 1월까지 8년 기한으로 신속처리권한을 연장하였다. 이후 

f1984년 무역관세법」은 그동안 다자간협상에만 적용해 왔던 신속처리 

절차를 당시에 추진 중이던 미-이스라엘 및 미 차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양국간협정에도 그대로 확대적용하기로 하였다. r1988년 종합무역법」 

은 약간의 자귀수정을 거쳐 신속처리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당시 

진행 중에 있던 UR협상과 머-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용시 한을 1991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UR협상의 연내타결이 어 렵 게 

되자 적용시한을 1993년 6월 1일까지 추가연장하였고， 동년 7월 2일애 

는 순전히 UR 협상타결을 위한 목적에서라는 단서를 붙여 신속처리권 

한의 적용시한을 또 다시 1994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하였다.6)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신속처리권한을 연장시켜 온 미의회는 1994 

년 UR협정의 이행법안 심의과정에서 미행정부가 신속처리권한을 무역 

-환경， 무역-노동연계 문제 등 UR 이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이슈(new 

issues)에 대한 협상을 위해 확대하려고 시도하자 크게 반발하였다. 이 

에 동 법안의 의회비준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클린턴 행정부는 신 

속처리권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에 이르러 결국 신속처리권한은 일 

단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미행정부는 새로운 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 

한 많은 제약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Destler， 1992: 244-245). 

6) UR협상이 1993년 12월 15일에 급박하게 타결되게 된 것은 미국의 신속처리절차에 따 
라 미대통령이 미의회에 협상체결 의도를 통고해야 하는 시한(이 시한은 보통 90일전 
으로 되어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UT협상의 경우에는 120일전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이 
바로 이 시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무역제도가 국제적으로 얼 

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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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속처리절차는 1970년대말 이래 다자간 및 양국간협상에서 

미행정부의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고 미행정부가 주도하는 협상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위임방식 

과 절차의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 의회가 협상가능한 관세인하폭을 사전에 

설정하여 협상권한을 완전하게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었던 관세협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상의 경우는 의회가 협상개시 

및 종료시점에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7) 이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행정부의 협상팀은 

협상에 반대하는 산업이나 세력이 형성되어 의회에 로비와 압력을 가함 

으로써 차후에 의회가 협상이행법안을 부결시킬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 

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사실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섬유 및 의류， 철강산업 등은 동경라운드 협상 결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숙원을 이루기도 하였다.8) 

신속처리절차의 도입에 따른 또 다른 효과는 무역문제에 관한 미의회 

의 의사결정구조의 변화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에 대한 가부투표 외에는 할 수 없게 된 상원과 하원 본회의의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크게 감소되 었다.9) 마찬가지 로 모든 협상결과가 

단일의 이행법안의 형태로 의회에 회부되는 이상 협정에 포함된 비관세 

장벽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당위원회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되 

7) 예를 들면 관세인하협상이 주였던 Kennedy Round의 경우에는 '1962년 무역확대볍」으 
로 족하였으나， 비관세장벽의 감축을 지향한 동경라운드의 경우는 라운드의 개시를 위 
해 r1974년 무역법」 제정이 필요하였고， 협상결과의 수용을 위해 r1979년 무역협정법 J 

제정이 필요했던 것과 같다 

8) 예를 들면 1970년대 동경라운드가 진행되는 기간 섬유산업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섬유 
수입쿼타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철강산업은 외국 철강업체 

의 수출가격이 일본의 생산가격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반덤핑조사가 발동되도록 하 
는 소위 발동가격 메커니즘(trigger price mechanism: TPM)을 도입하도록 압력을 행 
사하였다. 

9) 이러한 투표방식의 채택이 의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법안발의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 개개인은 언제라도 보호주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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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무역관련 상임위원회인 상원재무위원회 

와 하원세입세출위원회의 명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물론 이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상하원의 무역관련위원회의 운영패턴에 따라 다른 위원회의 

참여가 다소 보장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지만， 이런 위원회의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신속처리절 

차의 추가연장 요청이 거부된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다. 

2) 클린턴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 연장 실패의 배경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을 위 해 1994년 4월 16까지 유효하도록 수 차 

례 연장을 거듭해 온 의회는 신속처리권한의 더 이상의 연장을 한사코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과 1997년 두 번에 걸친 클린턴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 연장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의회는 NAFTA 결성 이후 이것이 미칠 부정적 효과 

를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NAFTA 이후 노조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 

다. 사무직 근로자나 육체노동자를 막론하고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불 

안전성(insecurities)의 증가에 대한 근심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다 더 

구나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불안은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에 대한 경제계의 지지는 

약화되었다. 국제노동기준 등 사소한 문제를 둘러싼 마찰로 백악관과 

경제계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이유였다. 

이처럼 미의회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크게 퇴조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좀더 직접적으로는 신속처리 권한의 연장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심각한 견해 차이였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의 

보호주의 성향은 전례없이 강해졌다. 물론 겉으로는 무역자유화가 외국 

의 노동 및 환경기준의 약화를 초래할 것을 염려하였지만 이는 보호주 

의 의도를 숨기고 덮으려는 은페불(fig-Ieaf concems)의 성격이 강했다 

(Economist, 2002. 8. n 한편 비교적 자유무역 성향이 강한 공화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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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이 권한의 부여에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의 체결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반텀핑 등 무역二규제법 (trade remedy 

!aws) 이 약화(그리고 이에 따른 실업증가)를 염려하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신속처리권한의 연장에 실패한 것은 노동 g 환경과 

무역의 연계 문제에 관한 양당의 입장차이가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 

념처럼 되어 있다(Vogel， 2002; Sek, 2002). 사실 19명년부터 의회의 다 

수를 점하고 있던 공화당 의원들은 노동 。 환경과 무역의 연계， 특히 노 

동 。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상대국에 대한 무역제재조치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들이 1993년 NAFτA 체결에 동의한 것은 사실 

이지만 부속조항에 양자를 연계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대표 Mickey 

Kantor가 신속처리권한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무역과 환경을 향후 무역 

협상에서 ‘주요 협상목표(principal negotiating objectives)’중 하나로 삼 

겠다고 하자， 공화당의 원들이 강력 히 반대 했던 것 이 다(Destler & 

Balint, 1999: 10). 1997년 재차 신속처리권한의 연장을 요구한 클린턴 

행정부는 이번에는 정반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공화당 의원의 완강한 

반대를 의식한 클린턴 행정부가 환경 Q 노동관련 문제를 무역협정의 ‘핵 

심 목표(core objectives)’에 서 제 외 시 킨 채 법 안을 제 출하자， 무 역 협 정 에 

‘결코’ 환경 。 노동문제를 배제시켜서는 안된다는 견지에서 이번에는 민 

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 상원재정위원회는 신속처리권한 조항을 포함 

한 종합무역법안(omnibus trade bilD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나， 2000년 대 

통령 선거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r2002 무역법」의 환경 e 노동 관련부분을 고찰해 볼 때 

이 문제가 신속처리권한의 위임을 가로막은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되 

지 않는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당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의 관련규정에서 이 문제에 관 

한 어떤 논의도 진전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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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시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획득의 과정 

2002년 8월 6일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r2oo2 무역법 J (Trade Act of 2002)에 서명하였다. 부시의 취임 이후로 

부터 계산하면 1년 8개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속처리 권한 

(fast-track authority)"이 종료된 1994년 4월 이후로부터 계산하면， 무 

려 8년 4개월만의 일이다. 줄곧 이 권한의 부여에 극력 반대해 온 의회 

를 상대로 부시행정부가 거둔 무역정책 측면의 최대 성과요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할지， 아니면 평소 자유무 

역 주창자로 자처해 온 부시 대통령이 침체의 조짐이 농후한 세계경제， 

특히 9.11 테러 이후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세계경제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 가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볼 일이다. 

행정부에 대한 신속처리 권한의 부여를 둘러싸고 미의회가 얼마나 분 

열되고 격심한 논란을 벌여 왔는지는 <표 1>만 보아도 명백하다. 아래 

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 권한의 부여를 둘러싼 서로 다른 우려를 불 

식시키기 위한 갖가지 타협에도 불구하고 최종법안에 대한 상하 양원，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보여 준 입장의 차이는 전례를 찾아 

빙의 차이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의 87.l%가 반대한 반면， 공화당 

의원의 85.6%가 찬성하였다). 한편 정당소속과 큰 관계없이 비교적 자 

유무역을 선호하는 상원에서는 찬성 64 반대 34로 나타났다. (87.8%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한 반면， 58.0%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였다). 무역 

〈표 1> 2002 무역법에 대한 상 · 하원 의원의 투표성향 

f\ ? 하원(댔짧.J‘ 27) 상원(2002.8; 1) 

)쩔흩f당.C 및주당끼 우 소속 소져t 꽁화당 인주당 우소속 소계 

찬 λC3」 190 25 0 215 43 20 64 

반 대 27 183 2 212 5 29 0 34 
기 권 5 2 0 7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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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한 한 당연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의 경우， 대부분 

의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예상된 일이지만， 공화당 의원 

들조차 갑자기 자유무역을 동경해서 찬성했다기보다는 테러와의 전쟁 

중인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없m-twisting)와 출신지역구에 베푼 호의 

(goodies)의 대가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보 

면， 비록 의회가 행정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긴 하였으나， 미의회는 앞으 

로 무역협상에서 행정부가 취한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제동을 걸 

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4) 무역촉진권한에 관한 규정2.1 특징 

가) 상세한 무역협상 목표 규정 

무역촉진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r2002 무역볍 J Title XXI (축약명: 

Bipartisan Trade 담omotion Authority Act of 2002)는 우선 Sec. 2101 

에서 @ 세계무역의 확대와 국가안보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오늘 

날 무역협정은 냉전시대의 안보조약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국제무 

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세계적으로 열린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를 조장할 것이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동 조항은 @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국제무역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 

와 의무를 가감해서는 안되는데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패턴 

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 

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미의회는 

Wτ0가 반덤핑협정 17조 6항의 검토기준(standard of review)을 적절 

히 적용하고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여기 

10) WTO 반텀핑협정 17조 6항은 미국의 주장이 반영된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에 관한 
중대한 예외규정으로서， WTO 패널은 수입국 조사당국이 이용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 
를 사용하여 또는 그것이 제기하지 않는 문제를 들어서 조사당국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고， 오로지 동 협정의 절차적 규칙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수입국이 반텀핑 규칙의 해석에 대단히 큰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 

로써， 조사당국이 판정이 GATT 규칙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패널이 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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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는 미의회가 행정부의 무역협상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사용에 대한 WTO의 ‘간섭’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Section 2102는 무역협상에서 행정부가 추구해야 할 협상목표를 무려 

11페이지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988 종합무역법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OTCA)에서 협상목 

표를 “좀더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상호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무역 

장벽과 무역왜곡적인 정책 및 관행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며， 국제무역의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효과적인 체계를 획득한다"( OTCA, Sec. 

1101(a))고 하여 상당히 일반적 ·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과 크게 대비되 

는 부분이다. Section 2102는 협상목표를 모든 분야의 협상에 적용되는 

전반적 인 협상목표(overall negotiating objectives)와 각 분야별 주요 협 

상목표(principal trade negotiating objectives)로 나누고 있다. 

우선 전반적 협상목표로는 9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주 

목되는 부분은 환경 및 노동과 무역의 연계 및 조화에 관한 언급이다. 

먼저 동 조항은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은 상호보완적일 것을 요구하고， 

환경을 보호 ,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효율적인 문제해결 

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아주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노동에 대 

해서는 상대국이 江0의 핵삼적인 노동기준에 부합되게 노동자와 아동 

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시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주요 협상목표인데， 이것은 관 

세와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외국인투자， 지적재산권， 투명성， 반부패， 

WTO 및 다자간협정의 개선， 규제관행， 전자상거래， 농업， 노동과 환경， 

분쟁해결절차와 집행， 민간항공기， 무역구제법， 국경조세， 섬유협상， 아 

동노동의 착취 등 무려 17개 협상대상 사항(분야， 부문)에 대하여 매우 

조사당국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검토기준 

의 적용에 따라 덤핑마진의 계산이나 피해사실 판정에 대해 수출기업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밟아보았자 별 수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최병선， 1999: 
없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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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Sec. 2102(b)). 이처럼 상세한 협상목표 설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역협상 과정에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간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나) 의회와의 통보 · 협의에 관한 규정 

r2002 무역법」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의회에 대한 통보 및 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Sec. 2104). 물론 1974년 무역법이나 1988년 종합 

무역법도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4년 무역법은 Sec. 

153에서 의회내 민간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를 구성하고 행정부가 이 위원회와 협의토록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CD5명의 상 • 하원의원이 협상단에 참여하도록 하 

고，(2)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의 일부 의원이 

USτR로부터 협상의 진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였으며，@ 협상 종료 

후 때늦은 민간부문의 반발을 방지하고 이들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도 

록 여러 이익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들 

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 것 이 다(Winham， 1986: 134-135). 1988년 종합무 

역법 Sec. 1631은 민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무역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런 규정들은 무역정책과 협상에 있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의회의 관 

심사항과 입장이 협상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전략적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다(최병선， 1999: 940). 이 번 무역법에서는 

의회상위심사단(Congressional Oversight Group)을 상원의 재정위원회 

와 하원 세출입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등 3명 그리고 협상과 관련이 있 

는 위원회의 위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Sec. 2107). 통보의무도 강화하여 무역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특히 무역구제법의 수정이 필요한 무역협상의 경우는 180 

일 이전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가 무역협상에 들어가기 전 그 돗을 의회에 사전에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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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출처 : WTO 

긴밀히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서 농업협상(특히 수입민감품목에 대해서 

는 특별협의절차 규정)， 섬유와 의류협상을 특별히 적시하고， 무역협상 

이 동 산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특색이다. 또한 무역협상 타결 전에 하원 세업세출위원회， 상원 재무위 

원회， 해당 무역협정과 관계가 있는 여타의 위원회， 의회상위심사단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특히 동 협상안이 미국의 무역구제법에 영향 

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상하 양원의 의원은 누구나 세입세 

출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 동 협정안이 Sec. 2102의 협상목표에 배치된 

다는 결의안을 제출할 수 었도록 하고 있다. 

통보 및 협의 의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통보 및 협의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을 이유로 상하원이 각기 결의안에 합의한 경우에는 무역촉진 

권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있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경 

우로서는 @ 대통령이 Sec. 2104와 Sec. 2105에 규정된 협의를 하지 않 

거나 거부한 경우， ø Sec. 2107(b)에 따라 이 법 제정 후 120일 안에 

USTR이 세입세출위원회와 재무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무역대표부와 의 

회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서 (g띠delines)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의회상위심사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회합하지 않은 

경우，@ 협정이 Sec. 2102에 규정된 협상목표의 달성에 아무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이미 협상단계에 들어가 있는 협 

정(즉 도하라운드，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양국간협정，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경우는 협정전 통보. 및 협의의무를 배제하고， 또한 이런 절차 

상 하자를 이유로 무역촉진권한의 제한 결의안 제출 가능성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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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Sec. 2106). 

미의회가 행정부의 통보 g 협의의무 이행 특히 무역구제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보 · 협의의무에 얼마나 큰 비중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 

는지는 r2oo2 무역볍」 제정 이전에 제출되었던 법안에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2001년 12월 하원에서 찬성 215 반대 214로 불과 1표차로 통과 

해 상원에 회부된 바 있는 H.R. 3005의 경우 협정의 매 단계에서 의회 

에 통보 e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 

역촉진권한을 철회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상원에서 66:30으로 통과되 

었던 H.R. 3009의 경우도 협상의 매 단계에서 대통령의 의회에 통지 ·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Sek & Cooper et al. , 2002: 7). 이후 제안된 수 

정법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었던 Dayton-Craig 수정안은 미국의 무역구 

제법에 대한 수정 혹은 삭제를 요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될 경우， 무 

역촉진권한의 예외로서， 의회가 직접 이 조항을 심의하여 삭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을 하고 있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겠다는 미무역대표 Zoellick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WT。 도하 각료회의가 무역구제조치를 

협상의제로 채택한 이후 미의회가 미국의 무역구제법의 약화를 얼마나 

염려하면서 이를 강력히 저지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용， 뿔역g훌훌홉훨월 

이상에서 우리는 미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농업， 섬유 등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산업의 보호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이들을 포함한 여타 산업부문에 발생할 

지 모를 피해의 구제를 위해 미국 무역구제법을 현재상태로 유지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WTO 도하라운드에서 반 
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도마 위에 올라 있고， 미주자유무역지 

대 협상에서 농산물과 섬유무역의 확대가 초미의 관섬사로 대두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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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미의회가 대단히 수세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따라서 이런 협상의 성공적 타결전망이 상당히 어둡 

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의회는 차후의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무역조정지원 

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T AA)를 부활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H.R. 3009에 대한 Dayton-Craig 수정안이 행정부의 반대에 부 

딪쳐 무산되자 좀더 적극적으로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 대 

한 지원을 증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특정 산업부 

문이 겪게 되는 특별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불공정무역으 

로 국내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명분과 이 

유로 수입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들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 

고， 이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 

에，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산업과 이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구조조 

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궁극적으로 보호주의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출발하고 있다(최병선， 1999: 667))1) 

미국에서 최초의 TAA 프로그램은 rl962년 무역확대볍(Trade Expan

sion Act)J 이 제정되면서 그 일부로 포함되었다. 동 볍은 먼저 수입급증 

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산업의 노동자에게 실업보험을 보충하는 

형태의 재조정 급여 (readjustment allowances)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급여는 노동자가 받던 임금의 65% 그리고 정규 실업 

급여와 합하여 종전 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었고， 처음 52 

l1)TAA는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보완적 대안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제도는 

긴급수입제한조치 (escape clause) 정원에 따른 구제조치 (relief measures)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 정신은 반 

덤핑， 상계관세조치 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구제조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 불공정무역을 이유로 한 분쟁은 실제로 불공정무역 행위가 존 
재해서라기보다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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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리고 노동장관이 승인한 재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추가적으 

로 26주를 더한 기간까지 지급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진실된 고용제 

의를 받은 경우에는 재취업 급여 (relocation allowances)를 지급하였다. 

한편 해당 산업의 기업들에게는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제공하였는데， 

기술지원은 기업이 조정계획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컨설링 비용， 연구 

개발 비용， 종업원 훈련 프로그램 소요비용 등을， 그리고 재정지원은 해 

당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직접대부 조세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자나 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관세위원회(후에 미국제무역위원 

회(IτC))와 노동성， 혹은 상무성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행 

정절차는 매우 까다로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특히 관세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의 조건으로 매우 엄격한 조건(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노동자 중 문제의 수입경쟁상품과 무관한 노동 

자는 그가 비록 실직하였더라도 TAA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없었 

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대상 노동자수는 극히 적었으며， 그나마 지원을 

받더라도 심사절차가 매우 더디어 새 직장을 구한 이후에야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수혜기업수도 적었다. 특히 지나치게 엄격 

한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지 

원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였고 매우 더딘 심사절차로 피해가 상당기 

간 지속된 후에야 비로소 지원이 이루어지기 일쑤였다(Lawrence and 

Litan, 1986: 52-53). 

미의회는 r1974년 무역볍 J을 제정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TAA 프로그램 이 좀더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과 기준을 개 

선하였다(Lawrence and Litan. 1986: 54). 예를 들면 무역피해가 무역자 

유화의 결과여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입증가가 특정 노동자집단 

이 실직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고， 노동 

자 지원의 승인권한을 Iτε에서 노동자에 대해 좀더 동정적인 노동성으 

로 이관하였다. 또한 급여수준도 종전 임금의 70%, 그리고 실업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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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서는 제조업 평균 임금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 

였다. 한펌 1974년법은 수입증가로 인해 대량실업이 발생한 지역 

(community)도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은 상무성으로부터 

조정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공시설의 개선， 기업유치를 위한 기술지원， 

국고보조， 대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제도개선에 따라，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되었 

다(Lawrence and Litan. 1986: 56). 그러나 지역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심사절차의 지체 문제도 여전하여 지원효과를 

반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었고 정규 실업급여에 대한 보충 

적 급여 지원방식은 실직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구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꾀었다. 이런 비판 속에서 1981년 Reagan행 

정부는 종합예산조정법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 

면서 기존의 TAA 프로그램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고， 지원조건도 다시 

강화하였다(Lawrence and Litan. 1986: 57). 예를 들면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의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어야 한다는 과거의 기준으로 복귀하고， 

노동자에 대한 재조정 급여는 정규 실업급여가 소진된 이후에만， 그것 

도 그 실업급여의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기업에 대한 지원은 몰라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격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TAA 프로그램의 보호주의 압력 및 충격흡수장치로 

서의 기능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현행 무역지원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r1974 무역법 J Sec. 

245는 1998년 10월초부터 2001년 9월말까지 노동부장관이 무역으로 인 

한 실직근로자를 위한 일반적인 무역조정지원 그리고 NAFTA와 관련 

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 

고 있다. 다만 Sec. 285는 2001년 9월 현재 이 프로그램을 수혜하고 있 

는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2oo2 

무역볍 J Tit1e 1의 Sec. 111은 바로 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부활시켜 

2007년 9월 30일까지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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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향후 연 

간 $4억 수준에서 $12억 수준으로 무역조정지원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 

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에 @ 농민 @ 축산농(ranchers)을 

추가하고， 심지어 @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의 고용자(소위 secondary workers)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더 나아가 @ 실직 노동자 

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의 65%에 대하여 세액공제 (tax credit)하고 실 

직 노동자가 재취업할 경우 보수차액의 일부분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과 @는 North Carolina 주의 섬유산업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로서，l2) 행정부는 이와 같이 수혜대상과 폭을 확대 

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의회(특히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 

쳐 수용하게 되었다(Economist， 2002. 3. 28). 

3. 훌합철 평왜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r2002 무역법」은 1994년 4월이래 만 8년 

만에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신속처리권한)을 부여하긴 하였으나， 유례 

없이 상세한 협상목표를 제시하고， 의회와 더 긴밀한 협의의무를 규정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 권한의 행사와 관련 

된 규정들은 행정부에 대한 이런 권한의 부여가 농업과 섬유 및 의류산 

업의 보호，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 여타 산업의 무역피해의 구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미의회가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 

었다. 이런 변에서 미의회는 여전히 상당히 보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규정들은 미의회가 앞으로의 무역자유 

화 협상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의회의 

국내산업 보호노력이 대충 어떤 곳에 모아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감대 

12) 지난 20여 년 간 TAA예산의 20%가 섬유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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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특히 

WTO 도하라운드，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 

의 무역자유화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강하 

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선에서 미의회가 부시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는， 이미 언급한 것들 외에， 무수 

한 양보를 거듭하고 어떤 변에서 전략적인 무리수를 감행하기도 했다. 

의회의 r2002년 농업법」 제정에 대한 양보가 전자의 예라면 철강에 대 

한 대대적인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후자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다면 부시행정부는 과거의 신속처리권한보다 훨씬 약화된 무역촉진권 

한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 

도 모른다. 이 문제는 부시행정부의 기본적인 무역정책 성향， 즉 부시행 

정부가 얼마나 자유무역 혹은 보호무역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고찰하기 위해서 

는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III. 부시행정부외 무역정책 및 전략과 특쟁 

1. 다차주억， 에액종으1. 양자주의9.1 병햄 

1947년 GATT의 출범을 주도한 이래 제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 

드가 진행되던 1980년대 초까지 미국은 다자주의 노선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초에 이르러 미국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하였다. 우선 

동경라운드(1974-79)의 후속 라운드 개최를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할 목 

적으로 특별히 소집했던 1982년의 GATT 각료회담이 대설패로 끝나면 

서 미국은 GATT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 회담을 통해 미국은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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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향후 연 

간 $4억 수준에서 $12억 수준으로 무역조정지원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 

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에 @ 농민，(2) 축산농(ranchers)을 

추가하고， 심지어 @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의 고용자(소위 secondary workers)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더 나아가 @ 실직 노동자 

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의 65%에 대하여 세액공제(tax credit)하고 실 

직 노동자가 재취업할 경우 보수차액의 일부분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과 @는 North Carolina 주의 섬유산업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로서，12) 행정부는 이와 같이 수혜대상과 폭을 확대 

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의회(특히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 

쳐 수용하게 되 었다(Economist， 2002. 3. 28). 

홉. 흩함점 평용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f2002 무역법」은 1994년 4월이래 만 8년 

만에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신속처리권한)을 부여하긴 하였으나， 유례 

없이 상세한 협상목표를 제시하고 의회와 더 긴밀한 협의의무를 규정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 권한의 행사와 관련 

된 규정들은 행정부에 대한 이런 권한의 부여가 농업과 섬유 및 의류산 

업의 보호，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 여타 산업의 무역피해의 구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미의회가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 

었다. 이런 변에서 미의회는 여전히 상당히 보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규정들은 미의회가 앞으로의 무역자유 

화 협상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의회의 

국내산업 보호노력이 대충 어떤 곳에 모아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공감대 

12) 지난 20여 년 간 TAA예산의 20%가 섬유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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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특히 

WTO 도하라운드，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 

의 무역자유화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강하 

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선에서 미의회가 부시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는， 이미 언급한 것들 외에， 무수 

한 양보를 거듭하고 어떤 변에서 전략적인 무리수를 감행하기도 했다. 

의회의 r2002년 농업볍」 제정에 대한 양보가 전자의 예라면 철강에 대 

한 대대적인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후자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다면 부시행정부는 과거의 신속처리권한보다 훨씬 약화된 무역촉진권 

한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 

도 모른다. 이 문제는 부시행정부의 기본적인 무역정책 성향， 즉 부시행 

정부가 얼마나 자유무역 혹은 보호무역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고찰하기 위해서 

는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IIL 부시행정부의 무역정책 몇 전략과 특징 

1. 다자주엌， 지역주의， 양자주와의 병했 

1947년 GATT의 출범 을 주도한 이 래 제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 

드가 진행되던 1980년대 초까지 미국은 다자주의 노선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초에 이르라 미국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하였다. 우선 

동경라운드(1974-79)의 후속 라운드 개최를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할 목 

적으로 특별히 소집했던 1982년의 GATT 각료회담이 대실패로 끝나면 

서 미국은 GATT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 회담을 통해 미국은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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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서비스 무역， 국제투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GATI 규율의 

확대 문제를 새 라운드의 중요의제로 삼기 위해 주요국을 설득하였으 

나， 다른 회원국들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새 라운드의 개최를 맹렬하게 

반대하였던 것이다. 회원국들의 이처럼 냉담한 반응에 몹시 실망한 미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그에 

따라 보호주의적 압력이 비등하는 가운데 더 이상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새 라운드에만 연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13) Section 301에 입각한 

일방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스라엘 및 캐나다와 자유무 

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2개 경로의 미국의 무역전략<two-track U.S. strategy)’ 

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이 때로부터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 

간 협상과 병행하여 보복위협을 대동한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는 

한편 양국간 협상(bilatera1 negotiations)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1985년에 체결된 미-이스라엘간 자 

유무역협정은 주로 양국간의 정치적 유대관계의 재확인에 초점을 맞추 

어 매우 순조롭게 추진되었다.14) 특기할 사항으로는 이 협정에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기본협정(fr없nework agreement)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UR이 개시되기 직전인 1986년 5월에 미국 

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1989년 1월에 

공식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CUSTA)에 

서 양국은 향후 10년간에 걸친 관세철폐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약속 

한 외에，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분쟁해 

결절차를 명료화하였고， 미국은 서버스 무역과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을 

13) 실제로 새 라운드(UR)의 개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여타 회원국간의 갈등과 대립은 
1986년까지 이후 4년간이나 계속되었다 

14) 주내용은 양국간 무역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전면 철폐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스 
라엘은 이미 미국의 GSP수혜국이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GSP 수혜 약속을 얻 
는 이상의 추가적인 이득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에 제공한 관 
세양허는 1975년에 체결된 바 있는 EC-이스라엘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차별을 제거 

하는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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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정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 두 개의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적 타결은 미국내에 양국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 반면 다 

자간 협상에 대한 비판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새삼스럽게 과 

거의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대두되었다(Schott. 1989: 6-7) .15)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내에 

서는 1980년대 후반 양국간 또는 지역수준의 협상이야말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지렛대(economic and political leverage)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협상의 장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무성하게 되었다. 

미국이 양국간주의 또는 지역주의에 입각한 무역자유화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새로운 무역전략을 구사하게 만든 두 번째 요인은 당시 미국 

이 기록하고 있던 막대한 무역적자 문제였다. 말할 것도 없이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정공법은 적절한 외환정책 및 주요국과의 거시경제정 

책의 조정이었다 설제로 1980년대초 이래 i강한 탈려 (strong dollar) , 

정책을 고수해 오던 미국은 1985년 9월 Plaza 합의를 통해 달러의 가치 

를 이후 3년간에 걸쳐 40%나 평가절하한 결과 1987년 $1，700억에 달하 

던 무역수지적자가 1988년에는 $1，370억으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 와중에 보호주의 압력은 고조되어 1984-88년간에 미의회에서는 

수많은 보호주의 입법이 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달러의 평가절하 

효과는 주요 교역국의 다자간 무역규범의 위반이나 상대국의 평가절하 

로 상쇄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상 지 렛대를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 면에서 양국간 

주의 또는 지역주의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강한 설 

득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양국간주의나 지역주의에 의존해 당면문제를 해결하 

15) 물론 이것은 과장된 반응이었다. 과거의 주요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은 결코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결과다(Preeg， 1973; Winhar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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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한 배경에는 다자적 접근방식의 신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강한 불 

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대다수의 패권안정론자들과 신제도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 

쇠퇴현상을 보이면서 미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협상력 또는 지렛대의 

힘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하고，16) 이런 변에서 자신에게 

남아 있는 협상력을 좀더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당면한 무역문제를 좀더 

신속하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결국 양국간주의 및 지역주의에 입각한 

무역자유화의 병행추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Krugman, 1993: 73-75) , 

이런 입장을 취하기 취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FτA가 긴밀한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간의 다양한 문제의 일괄해결에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l7) 실속있는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통해 당면문제 

인 국제수지의 적자폭 해소에 크게 기여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있는 국가들간의 무역자유화의 추진 

은 다자주의의 결함인 무임승차자 문제Uree-rider problem)를 효과적으 

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또한 이런 

국가들과의 ITA의 추진은 다자간 협상의 성공적 추진이 불확실한 상 

황에서 무역자유화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보완 

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착안하였다. 더 나아가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이 보여주듯이 양국간 또는 지역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16) GATT의 초창기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전체생산량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 
제력 변에서 절대우위를 누리면서 세계경제의 맹주로 활약하였으나， 유럽과 일본의 급 
성장으로 1990년에는 세계총생산의 25%를 점하는 수준으로 상대적 경제력이 약화되 
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가 급속하게 와해되면서 미국이 국제무역을 
국제정치 및 안보 측연에서 바라보아야 할 이유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주의적 무역레짐의 유지비용의 대부분을 미국이 지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제약 
요인도 크게 완화되 었다. 

17) FTA가 양국간 무역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되는 이유는 이런 협정 
이 흔히 양자간 무역갈등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시작된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양국관계가 오히려 이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국이 어떻게든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지으려는 유인이 강 

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Schott， 198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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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비교적 쉽게 서비스 무역이나 투자문제 등 새로운 이슈에 관한 합 

의를 도출함으로써 장차 이런 이슈들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수립을 위 

한 중요한 선례와 발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이 양국 

간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우는 듯한 인상을 줄 때 다른 국가들이 좀더 적 

극적으로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등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처럼 GATT 창립 이후 근 40여년간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지지해 옹 미국， 또한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소위 제1차 지역주의 시 

대로 불리는 1960년대에 EC와 EFTA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경제통합 

체 결성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미국이 제2차 지역주의의 물 

결을 일으키면서 이에 몰입한 결정적 계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N묘TA)의 체결이었다.18) 1993년을 목표시점으로 삼은 

EC의 단일시장(Single European Market) 추진계획을 의식하여 캐나다 

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은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봄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으로부터 NAFTA의 추진을 제안 

하자， 측근 정치참모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USTR로 하여금 이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1993년 11월초 UR협상 

이 막바지에 달해 있을 때 클린턴 행정부가 UR의 성공적 타결보다도 

N뾰TA의 의회비준을 우선한 것은 미국이 다자간 협상과 지역주의 접 

근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조합해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최 병 선， 1999).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매리칸 대학 연설에서 “지금까지 미국 

의 통상노력이 다자적이어야 할지， 지역적이어야 할지， 양자적이어야 할 

18) Bhagwati(1993: 29-31)는 미국이 다자주의를 지켜나가려는 의지를 상실하게 된 이면 
에는 반다자주의 (anti -multilatera1)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WTO와 
같은 다자주의 무역레짐의 효과성을 극도로 불신하면서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의 대안 
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폭넓게 확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에서까지 ‘다자주의는 전후 미국의 이타주의’를 반영하고， ‘지역주의는 미국의 현 
재적 이익의 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잘못 추론하는 바람에 미국민들이 다자주의에 

대해 깊은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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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의 무역협정(협상) 현황 

、 ιr ‘ 다{ 상 쭉 협상채시잃 협상환료{쪽표}사 71 

이 스 라 엘 1985(완료) 

나 다 1988(완료) 

양자협상 요 E 다~ 2000 2001.1 0.24.(완료) 

칠 레 2000.12 2002 

싱 가 포 르 2002 
) NAFTA 1992 1993(완료) 
지역협상 

FTAA 1994.12. 2005.1 

지 아니면 일방적인 것이어야 할지에 대하여 부질없는 이념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각각의 노력은 제 각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행정부는 이러한 논의들에 구애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고， 실제로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이념적이기보다는 결과지향 

적이고 실용적인 노선， 즉 그때그때 또는 각각의 상황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일방적 보복조치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동원하여 사용하였다. 

이런 면에서 현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와 거의 아무런 차이도 

보이고 있지 않다. 미무역대표 Zoellick이 Council of Americas 연설 

(2001. 5. 7)에 서 “자유화 방식 의 경 쟁 (competition in liber머ization)"을 

제창한 것이 좋은 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주의 

적 접근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취임 초기 

부시대통령은 Wτg 회원국틀을 몰아붙여 다자간 협상 분위기를 조성 

하는 역할(chivying role)을 수행하지 못한 반면， 2001년 11월 카타르 도 

하에서 열릴 WTO 각료회담에서 출발시키게 될 새 라운드의 의제를 설 

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나서기보다는 미주자유무역협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Economist， 2001. 3. 10). 

실제로 부시대통령은 2001년 3월 의회에 제출한 ‘2001년 무역정책의 

제 (2001 Trade Policy Agenda)’에서 다자간 협상은 물론， 미주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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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FTAA) 등 지역무역협상과 양국간 자유무역협상을 동시에 추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2001년 5월초 의회에 무역촉진권한의 부여를 촉구 

하면서， 부시는 “온 세계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만 열외다”며 개탄하였다(Economist， 2001. 5. 10) .19) Zoellick이 상원 재 

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유럽은 전 세계에 걸쳐 27개 자유무역 혹은 특별 

관세 협정을 맺었는데 그 중 20개가 90년대에 맺은 것이며， 현재 또 다 

른 15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에0년 현재 미국의 두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동아시아 국 

가들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 

르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임박했으며， 캐나다， 멕시코， 한국， 칠레 등 

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부시행정부가 지 

역주의적인 접근이나 양국간 접근에 대해 하등의 편견도 갖고 있지 않 

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외교 · 안보와 g엌정잭아 연계 학화 

부시행정부 무역정책의 또 다른 특정으로 외교 • 안보와 무역정책의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무역정책과 전략에서 외교 · 안보 

적 고려가 배제된 적은 거의 없었으나 9.11 테러를 계기로 이 점이 크 

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Zoellick 미무역대표가 9.11 테러 직후 국제경 

제연구소(IIE)의 연설에서， 무역정책을 “대테러 전쟁”의 일부로 규정하 

고， “세계적인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개방이 중요 

하다”면서， 과거 미국의 안보동맹을 굳건히 하였으며 미국의 가치를 증 

진시키는 등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십 형성의 지렛대로 기능한 무역촉진 

권한의 부여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단적인 예다. 부시가 취임 초부터 

19) 이 말은 무리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싱가포르와 양자간 협정을 추진했지만 싱 
가포르는 까다로운 상대인 미국보다 뉴질랜드와의 협상을 먼저 추진해 미국은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고 멕시코와 EU간 협상에서는 미국의 배제가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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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강력하게 무역촉진권한의 부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로 일관하던 의회가 9.11 테러 이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2이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외교 • 안보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아프리카 

를 원조하기 위 한 아프리 카성 장기 회 법 (African Growth and Oppor

tunity Act),21) 안데스지 역 마약생산국가에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안데안 

무역특혜법 (Andean Trade Preference Act: A TP A)의 연장，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연장 및 확대，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에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카리브연안국무역협력법 (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맏A)의 확대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런 후진 

국 및 개도국 원조 프로그램들은 부시행정부에 들어 와 시작된 것은 아 

니지만， 이미 종결된 법률들을 부활시키고， 유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 

등은 미국이 무역정책과 외교 。 안보정책을 좀더 강하게 연계시키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부잭행쟁뽑빽 주요 푸빽;쟁책 과재와 전망 

1. V앵TO 훌확웰훌흩 

1) 도하라운드의 출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시행정부는 출범 초기 미주자유무역협정 

20) 9.11 테러전 미의회는 유엔이 미국의 주권 행사에 위협을 가하고 었다면서 거부해 오 
던 유엔분담금 지출을 테러 후 승인했고 유엔 주재 대사도 임명하였다. 이는 9.11 테러 
를 계기로 의회가 테러와의 전쟁을 별이고 있는 부시행정부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21) 미국은 아프리카 제국의 의류수출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대신 미국산 섬유에 대한 

특혜관세 를 요구하고 있다(Economist. 200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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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둥 지역주의 및 양자주의에 입각한 무역협상에 더 열중하였다. 이 

것은 무엇보다도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무역촉진권한의 부여에 유보적 

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어떤 유형의 무역협상보다도 다자간 무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보호주의자들과 반세계화 단체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어 지는 것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시애틀 각 

료회의에 이어 2001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려도록 되어 있는 wτo 

각료회의 마저 다자간 무역협상의 개시에 실패할 경우， 세계 무역자유 

화는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후퇴하게 될 것이라는 국내외의 우려를 방치 

하고 있을 수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9. 11 테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제경제의 불확실 

성이 증가하고 국제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자， 미무역대표 Zoellick은 도하라운드의 출범을 위 

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EU의 무역장관 Pascal 

Lamy와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마라톤 전화통화 등을 통해 도하라 

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협상의제를 정리해 나갔다. 시애틀 각료 

회의 실패 이후 개도국들의 WTO 다자간 협상에 대한 태도도 좀더 적 

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성과， 특히 농산물 

과 섬유 및 의류의 수출증가가 미미해 불만을 토로해 온 이들로서는 선 

진국을 상대로 한 개별 협상보다는 개도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상력 

을 증진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이 낫다고 판단한 것 이 다(Panagariya， 2002). 

이런 가운데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회원국들은 2005년 

초를 협상시한으로 하는 뉴 라운드의 출범에 합의하고 ‘도하개발의제 

(Doha Development Agenda: DDA)’를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 농업， 

서비스 등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하는 분야，(2) 반덤핑 • 보조금협 

정 등 WTO 규정의 수정과 보완 문제，(3)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 

역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소위 싱가포르 이슈로 불리는 새로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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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등이 주요 협상이슈로 

선정되었다. 이런 주요 협상의제 가운데 특히 논란이 컸던 것은 농업보 

조금 이슈와 반덤핑협정의 개정 이슈였다. 

먼저 농산물 보조금의 감축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wτ0 회원국들의 요구에 EU가 강력히 반대해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였 

으나， 결국 EU가 미국의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축소 • 폐지문제의 의제 

설정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신 마국이 환경， 투자， 경쟁정책 분야를 협 

상의제로 채택하자는 EU의 제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 

다.22) 다음은 WTO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지역무역협정 

등의 개정문제였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행정부는 이 문제 

에 대하여 완강하기 그지없는 의회의 입장을 고려한 미행정부가 협상의 

제 채택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지 않는 

한 도하라운드 출범은 불가하다는 개도국 등 여타 회원국의 주장에 밀 

린 미국이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TO 규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 

성， 그리고 이런 조치의 수단과 목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협상의제 채 

택에 동의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예상되는 난관 

이와 같은 힘든 과정을 거쳐 출범한 도하라운드지만， 또한 부시행정 

부의 무역촉진권한의 획득으로 다소간 탄력을 받기는 하였지만， 앞길에 

는 커 다란 암초가 가로놓여 있다. 도하라운드의 암초로는 EU의 공동농 

22) 이 과정에서는 2αm년 4월에 미국과 EU가 무려 5년여간 마찰해 온 ‘바나나 분쟁’의 원 
만한 타결이 큰 힘이 되었다. 이 분쟁은 1996년 미국이 EU의 바나나 수입， 판매 및 유 
통제도와 관련해 WTO에 제소함으로써 비롯되었는데. 2001년 4월 EU가 바나나 수입 
제도를 2006년 l월까지 관세체제 (tariff-only system)로 전환하고， 2006년까지 과거의 
무역량에 기초해 국별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미국이 이릎 
수용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 사례는 특히 미국과 EU가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 winner-takes-머I)’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호양허를 통한 실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암묵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만드 

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Scot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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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책 (CAP)을 꼽지 않을 수 없지만， 여기서는 도하라운드 출범 이후 

부시행정부가 저지른 과오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은 미국의 지도력 

과 신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가) 철강 세이프가드 

먼저 2002년 3월 부시행정부는 무려 32개국으로부터의 철강수입에 

대하여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세계 

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23) “지난 20년간의 보호조치 중 최대의 보호무 

역조치"(Economist， 2002. 5. 9)로 평가될 정도인 이 조치의 배경으로 

부시행정부는 1997년 말부터 2001 1건말까지 Bethlehem, National Steel 

등 총 28개 철강업체가 파산보호신청을 낸 상태에 있다는 것(포스코경 

영연구소， 2002), 또한 1997년 이후 철강산업에서 45，000명에 달하는 실 

업자가 발행하였다는 것 (Zoellick， 2002) 등을 내세웠다. 이 조치는 물론 

미국 철강산업이 수입의 급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미무역위원 

회 (ITC)의 판정과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런 결 

정을 내린 배경으로는 정치적 고려가 더 중요하였다.24) 즉 부시가 대통 

령으로 당선되는 데는 원래 민주당의 아성인 서 버지니아주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였고， 선거전 막판에 부통령 후보 체니가 철강산업 노동 

자의 지지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철강산업이 소재하 

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 등 공화당의원들 상당수가 2000년 선거에서 

신승하였기 때문에 2애2년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이 되느냐 여부가 바로 이 철강문제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부시행정부는 2002년 8월 r2002 무역법」 제정과 함께 무역촉진 

권한을 부여받게 된 직후 7차례에 걸쳐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약 

23) 주지하다시피 철강은 미국의 대표적인 관리무역 품목으로서(최병선， 1999: 905-7), 그 
간 미국은 줄곧 철강산업 보호수단으로 반덤핑조치에 의존해 왔다. 이 조치의 50%가 

철강품목의 보호 목적으로 발동된 것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lkenson， 2002). 
24)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철강 생산업체는 미국 GDP의 0.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 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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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품목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The Washington Times, 2002. 

9. 6). 이것은 무엇보다도 EU, 브라질， 한국， 일본 등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국들의 WTO 제소와 강력한 보복조치 위협에 따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엉)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부시행정부의 고도의 계산된 행동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내법에 기초한 무역구제조치를 국가 

주권 수호 차원에서 고수하려는 의회 또한 이 문제를 협상의제의 하나 

로 삼고 있는 도하라운드에서 행정부가 취할 태도와 입장에 대하여 심 

히 우려하면서 무역촉진권한의 허용에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 

는 의회를 안심시켜 무역촉진권한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행정부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음을 밝혀 

둘 필요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해석이 타당하다 

면 이는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국내정치적으로는 전략적으 

로 충분히 가치있는 행동인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무역자유화 협상을 

주도해 나가야 할 미행정부의 지도력과 신뢰에 결정적인 흠을 남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r2oo2 농업법」의 채정 

부시대통령이 “넉넉하고 신뢰할만한 안전망(safety-net)"으로 치켜세 

우며 서명한 '2002년 농업법」 은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의회 

로부터 무역촉진권한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부시행정부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 한 걸음의 후퇴， 

그것도 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 법은 @ 꿀， 양모 등에 

대한 보조금을 부활시키고，(Z) 대두， 밀，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 및 생 

25) 한 예로 EU는 6월 15일까지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미국의 대EU 수출품목 중 미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크게 아 
파할 품목인 섬유나 오렌지 등을 대상으로 $336백만 어치 상당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 
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EU는 EU대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하여 EU시장으 
로 철강수출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준비어] 들어갔다(Economist. 
200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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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조금 등 무역왜곡적인 보조금을 대폭 증액하는가 하면，@ 땅콩농 

가와 낙농업계에 새로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보 

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잔존 보조금도 생산과 무관하도록 만들어 농산 

물무역의 왜곡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농산물시장을 보 

조금 없는 자유로운 무역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에서 제정했던 

r1996년 농업법 (Freedom of Farm Act) J 의 정신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 

다. 더구나 각박한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세계의 언론이 이름 

붙였듯이 이 “괴물” 같은 법 “얼토당토않은” 법으로 미국의 농업보조금 

수준은 1996년 1，애0억$ 수준에서 10년 후에는 1，820억$ 수준으로 80% 

나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국이 약속한 

농업보조금 한도(현재 191억$ 수준)도 뛰어 념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규모 농가에 별다른 혜택도 주지 못한 채 약 10%를 차지하는 대 

규모 농가에 이런 막대한 보조금올 지급하는 농엽볍의 제정 역시 정치 

적 고려의 산물이다. 2002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각축전이 예상되는 

아이오아， 사우스 다묘다， 매주리 등 막강한 농업로비세력이 있는 주에 

서의 공화당 상원의원의 당선을 노렸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Economist, 2002. 3. 11). 일부 행정부 관리들은 이것을 “더 잘 굴러 내 

려가기 위해 굴러 올라간 것 (ramping up so as to ramp down)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농업보조금 문제에서 절대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들이 협상테이블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만들 

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하라운드에 미 

칠 부정적 파장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우선 무역왜곡적인 보조금 

삭감만을 주장하면서 마지못해 농업보조금 문제를 협상의제로 올리는 

데 동의한 EU의 반대와 비난이 거세다. 농업보조금 중 가격 및 생산과 

연결되어 있어 무역왜곡 효과가 큰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26) 직불 

(direct payments)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EU에게는 공동농업정책 

26) 이런 성격의 보조금의 비율은 19t에 2뼈년간에 90%에서 때%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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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의 개혁을 유예시킬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불란서와 독일은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2013년까지 유지하 

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Economist. 2002. 11. 2). 한편 농산 

물수출 개도국으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며， 농산물 보호에 집착 

하는 개도국들로서는 기존의 보호정책을 고수하거나 강화할 명분을 얻 

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Zoellick 미무역대표는 WTO회원들에게 농산 

물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5년 이내에 무역왜곡적인 다른 모든 보조수 

단을 축소할 것과 농산물에 대한 모든 관세와 보조를 폐지기한을 정하 

도록 요구하였다(Economist. 2002. 8. 6). 이 경우 미국의 보조금은 연간 

190억$에서 100억$로 감소되겠지만， 유럽은 연간 600억$에서 100억$로 

감소해야 한다는 뜻이 되어 유럽(과 일본)은 격분한 상태다. 

흩. 빽주자를gg빽휠훨(폼#빼빔 

미주 전지역을 포괄하는 경제블록 구상은 1없0년 6월 부시 전 대통령 

의 ‘범미자유무역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lnitiative: EAD’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4년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제1차 미주정상회 

담에서 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 34개국 정상은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 

역지대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4차례의 무역장관회담을 거쳐 

1998년 칠레에서 열린 제2차 미주정상회담에서는 무역협상위원회와 9 

개 협상그룹이 설치되었으며 1999년 11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5차 무 

역장관회의에서는 무역진흥수단(Business Facilitation Package)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FTAA 협상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듯한 모습 

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부시대통령은 취임 초기 FTAA어l 많은 노력 

을 경주하였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캐나다부터 방문하는 전통적인 외교 

관례를 깨고 부시가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콜롬비아，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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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대통령과 연이어 공식회담을 가진 것은 미주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다.27) 이처럼 부시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FTAA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중남미 

지역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먼저 1990년대 중남미지역이 개혁 。

개방정책에 힘입어 건실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 및 투자가 

급증하였다. 1990-99년간 미국의 전세계 수출은 76% 증가한데 비해， 동 

기간 미 국의 대 중남미 수출은 163% 증가하였고， 수출에서 중남미시 장 

이 차지 하는 비 중도 90년 13.7%에 서 99년 21%로 증가한 것 이 다. 이 보 

다 더 중요한 이유는 최근 십여년 간 전세계적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 

정 및 지역무역협정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이 

배제된 20개 이상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 

으로써 미국 기업이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NAFTA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칙근의 평가도 미국 

과 여타국의 FTAA에 대한 지지를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993-2000년간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104% 증 
가한 것이나，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상당히 유사 

한 환경법을 제정하고， 3국이 국경환경협력위원회(BECC)， 북미개발은 

행(NADB) 등을 설치한 것 등이 이런 에에 속한다(Fitzgerald， 2001). 

이런 배경 하에서 부시행정부의 출범 이후 FTAA 협상은 상당히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1년 4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6 

차 미주무역장관회의는 FTAA 협상을 2005년 1월까지 마치고， 2005년 

12월에 정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공표하였다. 거의 같 

은 시기 퀘빽에서 열린 제3차 미주정상회담에서 34개국 정상은 2005년 

I월까지 FTAA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주장 

에 따라 노동 및 환경문제도 잠정적인 협상 의제로 채택하였다. 또한 

T/) 부시는 2때년 선거기간 중 마이애미에서의 연설에서 “중남미지역은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 아니고， 21세기를 미대륙의 세기로 건설하는 데 협력을 구해야 할 진정한 동반 

자”라고 강조하변서 미주자유무역지대의 결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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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부시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신속처리권한)을 획득하지 못해 

FTAA 협상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고 보면(권기수， 

2001), 이제 이 권한을 얻게 된 부시행정부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 

상을 이끌어 가리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FτAA 협상 전망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FTAA 

협상의 주요 쟁점분야인 농업정책의 범위에 관한 이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 문제를 FTAA 협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브라질 。 아르헨티나 등 남u147ß국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들은 이를 당연히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한 중남미국가들은， 앞에서 검토한 바 있는 미국의 f2002년 농업법」에 

의 한 보조금 확대 조치 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비 중이 매 

우 높은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미국의 농업보조금 삭감을 요구하며， 

만약 미국이 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FτAA 협상에서 손을 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잃)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EU나 일본 등 다른 경제대국들 

이 보조금 삭감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이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 

장이어서 FTAA 협상의 전도에 매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반덤핑법 등 무역구제법을 놓고서도 역시 의견이 대립 

되고 있다. 미국은 무역구제볍 적용에 있어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보장 

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범을 새로이 개발하자고 주장하 

고 있다. 

더 나아가 부시행정부 출범 직전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중남미국가 

들이 Mercosur 회원국 중심의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결성 구상을 

갖고 있는 것도 부시행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1999년 브라질， 그리고 

2000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로 이런 구상은 여전히 구상단계에 머무 

28) 2α02년 11월 1일 열린 제7차 FTAA 각료회의에서 브라질 통상장관인 아마라우는 미 
국이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FTAA를 가질 이유가 없다며， 미국이 농업보조금 
인하 등 핵심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미국을 배제한 채 남미내 무역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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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지만， FTAA 결성에 가장 미온적인 브라질에서 최근 좌파인 룰 

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암운을 드리우는 요인이다. 선거기간 내내 

“FTAA는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에 강제합병하는 조치”라고 비난하며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고， 당선후 대국민 연설에서도 Mercosur 

확장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남미자유무역지대 구상 

이 대미 협상력 강화전략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중남미국가 

를 상대로 한 미국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분할격파 전략의 

측면이 있는지 모른다. 미국은 칠레 아르헨티나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고， 여러 중남미국가를 상대로 FTA 체결 용의를 내비치고 있 

는데， 미국은 이런 협정들이 성사될 경우 브라질 등이 대미시장 접근 

변에서의 불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FTAA 협상 

에 임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한 . []~ !f역관계 

끝으로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한 · 미간 무역관계는 그리 밝다고는 말 

하기 어렵다. 우선 2002년 3월 미국은 한국을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국 

에 포함시켰는데， 이 직후 한국정부가 WTO 제소 등으로 강력히 맞설 

태세를 보이자 미국은 이 조치의 발동을 3년간 유예하는 선으로 불러섰 

다. 한편 자동차 시장개방과 관련해 미국은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 

고， 최끈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차로 판정한 미국산 5 

인승 레저용 픽업트럭을 재정경제부가 승용차로 간주해 특별소비세(차 

량가격 의 14%)를 부과하자 미 국은 이 것 이 부당하다고 항의 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러지가 삼성전자와 하 

이닉스 등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는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주장 

하며 미상무부에 상계관세조치를 청원하였고 마이크론은 한국정부가 

하이닉스의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정부소유 또는 정부통 

제 하의 은행들(산업은행)을 통해 약 12조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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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조치를 청원해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따금 논의되어 온 한 @ 미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에 관해서도 부정 

적인 전망이 우세하다.2001년 5월 말 민주당의 Max Baucus 상원의원 

이 미 행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 

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었고 2001년 상원 재정위원회 

의 요구에 따라 작성 된 ITC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양국간 FfA를 통해 

미국은 54%의 수출 증가와 21%의 수입 증가를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한 한 · 미 FfA의 최대수혜자는 미국의 경우 농업부문， 한국의 경우 섬 

유 및 의류부문이 될 것이며， 각기 200%, 125% 가량의 수출 증가가 이 

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ITC. 2001). 그러나 양 부문이 각기 상대국 

에서 가장 민감한 부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변 한 e 미 FfA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된다. 한편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계 

량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 。 미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양국간 교역이 확대될 여지는 커서， 미국에는 15-89억$， 한국에는 

17-108억$의 후생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00， 2001). 그러나 

동 보고서는 한국으로서는 농민의 저항，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 반 

미감정 등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미국으로서는 반텀핑 제도의 

약화에 대한 우려， 섬유 및 의류 등 일부 산업의 반발， 관심부족 등이 

문제라면서 다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01년 12월， Thomas 

Hubbard 주한미국대사는 한국과 미국간 FTA는 부시 행정부의 단기 정 

책과제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Manyin， 2002). 

V. 쩔 롬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 이후 반세계화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 

고， 9.11 테러 사태를 계기로 ‘편중된 세계화의 이익’이 화두가 되어 있 

으며， 거의 모든 선진국 경제가 동시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등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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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역 전망이 결코 밝지 않고 세계화를 둘러싼 정치적 。 경제적 분열 

과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과 신뢰만큼 

소중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세계가 기대하는 지도 

력을 행사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집안일’의 정리가 필수적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의 부시대통령과 행정부의 행적을 살펴 볼 때 실망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대통령인들 국익을 무시할 수 있으랴만， 그가 

--의회는 옐개로 치더라도--국내정치 게임에 몰입하지 않고， 적어도 

패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장기적 국익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적표가 이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제 남아 있는 

보호주의 요새는--물론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례 (politica1ly hard 

cases)들이긴 하지만--섬유， 철강， 농업 뿐이다(Lindsey， 2002). 경쟁력 

을 거의 잃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섬유(의류) 

산업에 48만 여명， 철강산업에 10만 여명의 노동자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TAA)을 더욱 확대하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이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현명한 일이다. 그래야 개 

도국 수출에 숨통을 열어 줄 수 있다. “자유무역이 최상의 빈곤퇴치책” 

이라고 갈파해 온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가 빈국의 섬유수입 확대에 그 

토록 인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29) 

2002년 3월 멕시코 몬터레이에서 열린 UN개발회의에서 부시대통령 

은 미국의 개발원조를 현재 $100억 수준에서 150억$ 수준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부국 중 개발원조에 가장 인색한 국가가 미국이 

라는 비난을 의식한 약속이지만 이마저 2006년에 가서야 실현될 수 있 

을 것이라는 평가다(Economist. 2002. 3. 28). 개도국은 원조보다는 선진 

29) 예를 들면 미국은 세계섬유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다섬유협정(M버ti-Fiber Arrangement 
MFA)에 속해 있지 않은 베트남에 섬유수입 쿼터의 배정을 머뭇거리고만 있다 또한 

대 아프간 전쟁을 지원한 파키스탄의 섬유 쿼터 증액 요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WTO 섬유협정은 이것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에5년초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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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 필요로 한다.30) 선진국 시장의 문을 열어주 

는 것이 개도국이 좀더 효과적으로 빈곤문제를 극복하고， 대내외 정책 

의 개혁을 유도해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바람직한 길 

이다. 

농업문제도 마찬가지다. 물론 모든 품목의 경쟁력이 강한 것은 아니 

나， 미국 농업의 경쟁력이 세계 일류 수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따 

라서 섬유산업 등과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GATT 창립 당시부터 농 

산물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최초의 선례를 만든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 

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주문인지 모르나 이제 미국은 농업정책에 대 

한 명확한 비전을 온 세계에 천명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특 

히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구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세계화 물결에 적극 동참하는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 

도국의 빈곤문제와 개발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당장 WTO 도하라운 

드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도국의 지지가 절대적이고，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개도국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과 섬유의 수출시장을 활짝 열어 주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거스름돈을 다 받지 못했다(short-changed)"고 느끼고 있는 

수많은 개도국들이 더 이상의 무역자유화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현실 

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그간 거의 일방적으로 시장개방과 개혁노력을 

기울여 온 개도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으로부터 그릇된 시그널을 받지 않 

30)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Bhagwati교수는 한 기고문(Economist， 2002. 6. 20)에서 경 
청할만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가장 빈곤하고 숙련 

도가 낮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국가의 더 빈곤한 노동자를 도우려 
는 단순한 이유에서 이런 산업에 대한 보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 
(따라서 정치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변에서 그는 선진국의 경우 이 

런 산업의 보호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되 이와 동시에 재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비로소 국내와 국외의 빈곤문제를 공평하게 다루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선진국의 농업보호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미국이나 EU에서 생산 및 수출보조금은 대부분 대규모 놓가가 

수혜하고 있기 때문에 빈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산물보호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192 美 國 學 第二十五輯(2002)

도록 해 야 한다(Lindsey， 2002). 

부시행정부 무역정책과 전략은 외교 · 안보정책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여타 정책분야의 정책과 상당히 대조적인 면이 없지 않다. 출범 후 약 

6개월 동안 부시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전면핵실험금지조약， ABM 

조약，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 관련)， 소형무기통제협정， 생물무기의정서， 

OECD 조세피난지 규제조치 등 세계적인 다자간 조약이나 협정에 반대 
하는 등 일방주의 노선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특히 9월 11일 사태 

이후에는， 대 이라크 공격위협과 같이 군사적 패권주의에 입각한 일방 

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31) 이런 변에서 적어도 국제무역 차원에 

서 부시행정부가， 과거 레이건이 그랬듯이， 공정무역이나 상호주의를 내 

걸고 상대국을 몰아붙이는 등의 일방주의를 자제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편 어느 모로 보든 다자주의와 비길 수 없는 수많은 약점을 지닌 

지역주의에 온 세계가 경쟁적으로 볼입하고 있는 판국에 패권국인 미국 

의 대통령이 저지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앞장서서 불을 지르고 있는 것 

은 참으로 실망스런 일이다. Bhagwati(l993)교수의 말대로 지역무역협 

정이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든 이것들은 자유무역협정 (FTA)이 아니 

라， 교역상대국을 차별함으로써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일으 

키는 등 국제무역의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따라서 국가경제와 세 

계경제 모든 수준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차별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 A)"일 뿐이다. 속성상 보호주의적이 

고， 의도상 정략적인 것이 지역주의적 접근이다(최병선， 1999: 803-63). 

끝으로 부시행정부의 지난 2년 가까이의 행적을 선의로 해석하고 평 

가한다면， 다시 말해 철강에 대한 무리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이나， 

2002년 농업법에 대한 서명을 부시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을 얻어내 세 

31) Joseph Nye(2002)는 이러한 군사적인 절대우위에 기초한 부시행정부 식의 일방주의는 
세계질서의 중요한 다른 두 측면， 즉 다극체제에 유사한 세계 경제력의 배분과 초다극 
체제에 가까운 각종 사회 및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탄생 등과 펼연적으로 갈등을 일으 

킬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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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one step 

backward, two steps forward)’라는 항변을 수용한다면， 부시행정부는 

그야말로 ‘원으로 네모 만들기 (squaring the circles)’만큼이나 어려운 과 

제를 안게 된 것이 분명하다.32)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를 추종함으 

로써 지도력의 상실과 신뢰의 추락을 자초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국 

가들에게 “나처럼 하지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자유무역의 원칙을 고수하는 데 따른 정치적 위험을 자신은 요리조리 

다 피해 가면서 어떻게 다른 국가의 지도자에게 이 원칙을 따라 정치적 

위험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다. 반면에 부시행정부 

의 행적을 다소 악의적으로 평가한다면， 부시행정부는 겉으로는 자유무 

역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치적 펀의를 우선하는 위선에 빠져 있 

으며， 이런 변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큰 

목소리로 제창하였지만 [보호주의 악법의 대명사인 1930년 Smoot

Hawley Act에 서명했던] 후버 대통령이래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자”라는 평가를 받은 레이건의 기록을 경신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32) 국제무역협상은 국가수준의 게임과 국제수준의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호반복적 
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두 수준 게임 (two-Ievel games)’이라는 Putnam0988: 4잃-36) 
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국내에서 의회와 이익집단에 양보할 것을 다 양보해 

버린 부시행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국내수준의 게임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주지 않을 것을 주기보다 한번 준 것을 빼앗기가 
언제나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부시대통령과 그의 고위 무역관리들은 “협 

상대표들이 봉착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가간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Wi띠lam(979)의 말대로 의회와 이익집단을 상대로 또 다시 힘겨운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며， “내 임기 동안 나는 외국의 협상대표와 협상하는 데 사용한 시간과 
맞먹는 시간을 국내산업과 노조 그리고 미의회 의원 등 국내의 이해관계자와 협상하 
는 데 사용하였다”는 카터 대통령시절 미무역대표 Robert S. Strauss 대사의 고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Twiggs， 1987: v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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