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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이준규ㆍ고희채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규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즉 외
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법률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
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미국 통상정책의 최종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으
며 의회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미국의 의회
선거 여부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대외통상정책이 변화하며, 전세계
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미국의 의회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
원과 주지사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였으며 12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
위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의회의 다수당이 바뀜에 따라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의 경우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2004년 중
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타결하고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 FTA
를 타결하는 등 자유무역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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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
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조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을 추진하고 FTA를 통한 일자리 유출을 반대하는 반면, 보수층과 대기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감세, 규제완화, 자유무역 등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양당은 각기 다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국의 정치구조상 미
행정부가 의회의 주장이나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
실이다. 한편 미국은 1990년대부터 통상정책에서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향
후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노동과 환경을 강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산물이 지난 2007년 5월 10일에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신통상정책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신통상정책안의 합의문은 노동, 환경 및 지
구온난화, 특허ㆍ지식재산권 및 의약품접근 관련조항, 정부조달 관련조항, 항
만보호조항, 투자조항, 전략적 노동자지원 및 연수프로그램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노동 및 환경, 지구온난화 조항이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다. 동 합의문에서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 미
국 상품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창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각국은 기
본적인 국제노동기준인 강제노동금지, 취업차별 등을 자국법률 및 절차에 따
라 준수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진은 물론 다자간환경협정 채택을
통한 지구 온난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추가 FTA 협상 및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대선에서 현재 여론조사를
토대로 판단하면 이변이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 또는 배럭 오바마 등의 민
주당의 대선후보가 선거에서도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민주당이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다면, 당분간 미국의 경제정책은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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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민주당의 유력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해 보는 것이 현 시점
에서 필요하며, 향후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대미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의회 장악에 이어 2008년 대선에서 행정부까지 장악할 것으
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2007년 체결된
한ㆍ미 FTA를 한국 국회 및 미국 의회에서 2008년 내로 조속히 통과시키
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민주당 집권으로 바뀌더라도 한ㆍ미 FTA로
인해 통상시스템이 양국간에 체계화되면 민주당의 통상정책 변화로 한ㆍ미
경제관계에 미치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크게 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대미 통상전략을 선진국간 협력에 맞는 질적 차원의 경제협력 증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시장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한ㆍ미 양국의 고용과 소
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에너지ㆍ기술ㆍ인력ㆍ문화
등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체
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체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자유화 추진으로 통상 마찰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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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지난 2006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
원과 주지사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였으며 12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
위를 확보하였다(표 1-1 참고).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상
원의원 100명 중 33명 및 주지사 36명을 선출했고, 선거결과 민주당은 하원
의원 233명으로 지난 회기에 비해 31명이 증가하였으며, 상원의원의 경우
49명으로1) 5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0년 이후 6년 만에 행
정부와 의회가 다른 당에 의해 지배되는 이원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화당의 패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라크전 장기화, 북핵사태
등 공화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공화당 폴리 의원의 성추문 등
의 악재가 겹친 데다 소득격차 확대와 같은 경제적 요인도 가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1)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49명 민주당, 49명 공화당, 무소속 2명이지만, 무소속 2명 중 1명은 전 민주당 상원 의
원 Joseph Lieberman이고, 나머지 1명은 버몬트 주의 Bernie Sanders로 민주당과 뿌리를 함께 하거나 정치적
이념이 민주당에 근접하여 사실상 제110차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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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미국 상․하원 정당별 의원수 변동 추이 ❚
구 분
제91차(1969~1971)
제92차(1971~1973)
제93차(1973~1975)
제94차(1975~1977)
제95차(1977~1979)
제96차(1979~1981)
제97차(1981~1983)
제98차(1983~1985)
제99차(1985~1987)
제100차(1987~1989)
제101차(1989~1991)
제102차(1991~1993)
제103차(1993~1995)
제104차(1995~1997)
제105차(1997~1999)
제106차(1999~2001)
제107차(2001~2003)
제108차(2003~2005)
제109차(2005~2007)
제110차(2007~2009)

상 원

하 원

공화

민주

기타

공화

민주

기타

43
44
56
42
38
41
53
54
53
45
45
44
43
52
55
55
50
51
55
49

57
54
42
56
61
58
46
46
47
55
55
56
57
48
45
45
50
48
44
49

0
2
2
2
1
1
1
0
0
0
0
0
0
0
0
0
0
1
1
2

192
180
192
144
143
158
192
166
182
177
175
167
176
230
228
223
221
229
232
202

243
255
242
291
292
277
243
269
253
258
260
267
258
204
206
210
212
204
202
233

0
0
1
0
0
0
0
0
0
0
0
1
1
1
1
2
2
1
1
0

주: 차수별 의회의 다수당은 음영 처리.

또한 경제적 요인으로 부시 행정부 당시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했음에
도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등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점이 부각된 데 기인한다.
한편 2006년 11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미국 의회의 통상 정책
은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6년 하반기 중간선거 기간 중 민주당은 공화당정부가 자유무역에만 매달
려 무역적자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겼다고 주장하여, 민주
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노동ㆍ환경 강조 등 공정무역 중시로 의회의 분
위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무역수지적
자에 대한 미국 내부의 불만이 대중 통상정책 변화뿐 아니라 대세계 통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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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변화조짐은 연초부터 있었는데, 우선 지난
2007년 3월 27일, 민주당 지도부인 찰스 랑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
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미국을 위한 신통상정책안(A
New Trade Policy for America)’을 들 수 있다. 이 신통상정책안에서 민주
당은 노동․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중국 보조금 및 지재권 위반에 대한 미국
법률의 방어 및 강화,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직접 거론하는 등 개방압력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광택용지(glossy paper)에 대
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오하이오 주에 있는 뉴페이지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정부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광택용지에 대해 10.9~20.35%까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23년간 중국을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분류해 온 통상정책을 뒤집고 중국의 부당한 교역관행
에 강경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국제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미국의 경제정책기
조 방향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과 이에 따른 경제정책, 특히 통상정책의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년간 미국 행정부를 장악한 공화당과
비견되는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한국의 대미 통상방향
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8년 미국 대선의 유력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추진
하고 있는 주요 정책 기조를 파악해 보고, 제110차 미국 의회의 주요 의결
사안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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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민주당의 비전은 모든 미국인에게 국가안전과 누구나 자기의 역량을 충분
히 발휘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비전을 수행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 강한 경제성장,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혜택, 연금보
장, 정직한 정부, 시민권 등의 정책 어젠다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06년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6가지 정책 이행을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정직한 지도자와 열린 정부, 실질적 안전, 에너지독립, 경제적
번영과 교육의 우수성,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혜택시스템, 연금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2006년 11월 의회 중간선거 결과 미국에서 의회의 다수당이 바뀜에 따라,
미국의 대외통상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외경제정책의 경우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2004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타결하고 현재 페루, 파나마, 콜롬비
아, 한국과 FTA를 타결하는 등 자유무역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노동조
건을 저하시키거나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하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조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FTA를 통한 일자리 유출을 반대한다. 반면 보수
층과 대기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감세, 규제완화, 자유무역 등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양당은 각기 다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당이 상이할 지라도
미 행정부는 의회의 다수당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정당 변화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기존 연구로 양준
석ㆍ김홍률(2000)의 연구는1) 미 의회의 신속처리 권한 승인 전망에 관한 것
이고, 강문성ㆍ나수엽(2002)의 연구는2)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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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한 것으로, 공화당 정권 출범이 우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한 김홍률(2002)의 연구는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분석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는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여 공화당 중심의 기존 연구에 대한 보완을 시도하였다. 특히
2008년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민주, 공화 양당
의 대외통상정책, 재정정책,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로 시의성을 높이고자 최근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파
악해 볼 수 있는 해밀턴 프로젝트, 신통상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제110차 의
회의 주요 의결 사안을 분석하여 민주당의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사례 분
석에 충실하였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주요 싱
크탱크, 의회 및 행정부 발간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조사분석이다. 경
제정책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싱크탱크 자료 이외에도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강정책, 인터뷰 자료 등을 사용한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
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다양한 경제 통계와 도표를 적극 활용하였
다. 예를 들어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해밀턴 프로젝트인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An Economic Strategy to Advanc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 내용과 민주당의 2006년 중간선거의 승리 이후
2007년 3월 27일에 발표되어 최근 민주당의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는 ‘미
국을 위한 신통상정책안(A New Trade Policy for America)’을 살펴보면서
향후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110차 의회기
간 중 미국 의회가 주요 이슈로 다루었던 최저임금제, 이라크 철군문제, 소

1) 양준석ㆍ김홍률(2000).
2) 강문성ㆍ나수엽(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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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분배 등을 의회자료 및 연구자료로 살펴보면서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2절에서 민주당 경제정책 및 유
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배럭 오바마 등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을 비
교해 본다. 특히 세계화 또는 자유무역, 일자리 등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분석해 보는 것이 2008년 대선 이후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추정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외통상정책, 재
정․조세정책, 사회복지ㆍ소득불평등, 환경ㆍ에너지정책 등 주요정책을 비교
한다. 제4절에서는 민주당이 2008년 11월 선거에서 의회와 백악관을 장악하
는 경우 경제정책의 방향을 추정하기 위해 미국 내 진보적인 입장을 정책연
구를 통해 뒷받침해 온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해밀턴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2007년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에 제안하여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
조가 된 신통상정책(New Trade Initiative)을 중심으로 향후 통상정책의 방
향을 살펴본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쟁에서 주요 민주당 후보 모두 자유무
역과 세계화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고 있고,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된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변화를 겪었다. 신통상정책의
분석은 향후 민주당의 통상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5절에
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라크 철군 조건 전비법안, 무역증진권한 연장 등 110
차(2007~2009년) 의회 주요 의결 사안 현황을 분석한다. 민주당의 주요 의
제와 관한 의결 사안 분석은 향후 주요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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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미국의 정책 변화가능성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이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으로 2008년 내 한ㆍ미 FTA의 양국 국회 및
의회 통과의 중요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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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주당 경제정책 및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비교

1. 민주당의 비전 및 공약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규제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즉 외
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법률제정권이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
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미국 통상정책의 최종적인 권
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미국 의회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은 물
론 대외통상정책이 변화하며, 전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국 의회선거는 물론 대선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
고 FTA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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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과 대기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감세, 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아울러 조세정책에 있어서 공화당은 이미 소득세, 상
속세 등의 한시적 감면을 시행한 데 이어 이를 영구화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감세 영구화에 반대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표 2-1 참고).

❚ 표 2-1. 양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양당의 성향 ❚
구 분

민주당

공 화당

지지층

중소기업, 근로자, 농민, 노조

대기업, 투자자, 자영업자

양당의 성향

공정무역 주장, 보호무역

자유무역 주장

자료: 저자 정리.

한편 민주당은 “모든 미국인에게 국가안전과 누구나 자기의 역량을 충분
히 발휘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안전(security of our nation),
강한 경제성장(strong economic growth),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혜택(health
care), 연금보장(retirement security), 정직한 정부(honest government), 시
민권(civil rights)과 같은 어젠다를 강조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2006년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여섯가지 이
슈를 이행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는 정직한 지도자와 열린 정부(Honest
Leadership & Open Government), 실질적 안전(Real Security), 에너지 독
립(Energy

Independence),

경제적 번영과 교육의 우수성(Economic

Prosperity & Educational Excellence),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혜택시스템
(A Healthcare System that works for everyone), 연금보장(Retirement
Security)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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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첫 번째로 정직한 지도자와 열린 정부공약 수행을 위해 이하의
이행 공약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부패한 공화당의 문화를 종식시키고, 미
국 정부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국민에게 봉
사할 수 있는 기구로 재건시킨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은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단지 법률의 문구 내에서가 아닌 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행
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미국정부를 책임(accountability), 정직(honesty), 개방성(openness)
을 가진 정부로 복원시키겠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민주당은 실질적 안정으로 미국 군대, 시민과 미국의 동맹국과의 신
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세계를 주도해 나간다는 공약
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강한 군대를 통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 본국
안전에 대한 방어, 이라크 전쟁의 성공, 석유의 해외의존도 감소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셋째, 민주당은 에너지 독립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석유의 해외 의존도 감소, 석유 및 가스회사에 제공 되는 수십억 달
러의 보조금 철폐, 소비자 구제를 위한 자금(savings) 사용, 대체에너지 개
발,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 투자를 통한 청정 에너지 개발 등이다.
넷째, 민주당은 경제적 번영과 교육의 우수성 유지, 일자리 창출, 최저임
금 인상, 대학등록금 세금공제 추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예산 원칙 수립
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회균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은 양질의 고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내외 모
든 근로자들의 근로기준(standards)을 높이는 수단은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
한 무역협정(fair trade agreement)임을 지지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화당이
수년간 지속해왔던 정부재정적자는 국가에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에도 부(負)
의 효과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균형예산을 지지한다.
다섯째, 민주당은 전 국민 의료시스템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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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권리와 품위를 가지고 은퇴
이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약하였다.
한편 지난 109차 의회에서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 의
장은 ‘미국을 위한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 for America)’을 제시하였
는데, 이는 향후 민주당 정책 방향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낸시 펠로
시 하원의장이 제시한 여섯 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시 행정부의
실정을 극복한 실질적 안보확보, 둘째,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계획으로 최저임
금 인상 및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조세 인센티브 추진, 셋째, 에너지 독립
추진을 위해 에너지 해외의존도 감소 추진, 바이오연료 기술 확대를 통한 친
환경 기술 창출, 넷째, 의료보장 개혁을 위해 의료비 지출 절감 및 제약 회
사에 지불되는 지나친 낭비 요소 제거, 다섯째, 대학교육 확대를 위해 등록
금 세금 공제 확대 및 등록금 대출이자 감소 추진, 마지막으로 공공사회보장
제도 유지를 위해 연금개혁법 제정 및 개인저축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향상
등이다.
이와 같은 공약과 기준으로 바탕으로 민주당은 공화당 행정부와 충돌 및
협력하면서 미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
국은 미국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 방향
2007년 들어 미국 대선을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각 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등 2008년 대선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2008년 미
국 대통령 선거 일정은 [표 2-2]와 같다.
우선 2008년 1월 3일, 유권자수는 적지만 초기 경선을 통해 정치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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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행사해 온 아이오와 주(1월 3일 예정)를 시작으로 각 주별로 전당대회
에 참가할 대의원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25~28일에는 민
주당 전당대회가 9월 1~4일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4일에는 사실상의 대선이라 할 수 있는 대선 선거인단3)을 선출하게 된다.

❚ 표 2-2.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 ❚
2008년
1~6월

8월
25~28일

9월
1~4일

주별 예비선거

민주당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

11월 4일

12월 17일

2009년
1월 20일

선거인단선출
제44대
선거인단 선거
대통령 취임식
(사실상 대선)

각 당의 대선후보를 보면, 민주당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
는 힐러리 클린턴4) 뉴욕주 상원의원과 배럭 오바마5) 상원의원(일리노이 주)
이 최대 관심을 끄는 가운데,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코네티컷)와 존 에드워
즈 전(前) 상원의원, 데니스 쿠시니치 하원의원(오하이오), 톰 빌삭 전 주지
사(아이오와), 빌 리처드슨 주지사(뉴멕시코), 조 바이든 상원의원(델라웨어),
웰슬리 클라크 퇴역 장군,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이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
다. 이 중 민주당 대선주자 중 선두그룹에는, 힐러리 클린턴과 배럭 오바마
등이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루디 줄리아니, 존 메케인, 프레드 톰슨 등이 유
력 대선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3) 선거인단수는 연방 상하원수인 535명에 워싱턴 DC에 할당된 3명을 포함한 총 538명이다.
4) 힐러리 클린턴은 2007년 1월 20일(현지시각) 출마를 공식 선언하여 2008년 대선 레이스가 가속화되었다.
5) 각 당의 대선주자 중 민주당의 경우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 주)이 2007년 1월 16일(현지시각) 2008년
대선출마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후보는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후원을 입은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은 풍부한 선거자금과 정치경력을 가진 힐러리 클린턴에 견줄 만한 민주당 유력후보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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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민주당 힐러리와 오바마의 약력 비교 ❚
구 분

힐러리 로댐 클린턴
(Hillary Rodham Clinton)

배럭 후세인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정치 경력

뉴욕 상원의원(2000~2007년)

일리노이 주(1997~2007년)

전문 경력

로즈법률사무소(Little Rock, AR)의
공동경영자(1979~1992년)

Miner Barhill & Galland
변호사(시카고, 일리노이 주: 1993
~2004년)

출 생

1947년 10월 26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

1961년 8월 4일 하와이 호놀루루

교 육

예일대학교(1973년), 웨슬리 대학교
(1969년)

가 족

1975년 전 미 대통령 빌 클린턴과
결혼

종 교

감리교도

연합기독교

고 향

차파쿠아, 뉴욕

시카고, 일리노이 주

홈페이지

www.hillaryclinton.com

www.barackobama.com
- The Story of Race and
Inheritance(1995)
- The Audacity of Hope: Thoughts
on Reclaiming the American
Dream(2006)
- Hopes and Dreams: The Story
of Barack Obama(2007, by
Steve Dougherty)

발행서적

- Living Story(2003)
- An Invitation to the White
House: At Home with
History(2000)
- Dear Socks, Dear Buddy: Kids'
Letters to the First Pets(1998)
- It Takes a Village: And Other
Lessons Child Teach Us(1996)
- Her Way: The Hopes and
Ambitions of Hillary Rodham
Clinton(2007, by Jeff Gerth and
Don Van Natta, Jr.)
- A Women in Charge: The Life
of Hillary Rodham Clinton
(2007, by Carl Berstein)
- The Case Against Hillary Clinton
(2000, by Peggy Noonan
- Hillary's Choice(1999, by Gail
Sheehy)
- Hillary Clinton: the Inside Story
(1993, by Judith Warner)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1991년), 콜롬비아대학교
학사(1983년)
1992년 미셸 로빈슨(Michelle
Robinson)과 결혼, 1999년 딸
마리아와 2001년 딸
나타샤(Natasha)를 둠

자료 :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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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1월 25일자)에 타임지가 실시한 설문조사6)에 의하면, 힐러리
가 민주당 대선후보의 유력한 선두주자인 데 비해 공화당측에서는 존 메케
인 상원의원과 루디 줄리아니 뉴욕시장의 양강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
도하였다.7) 그러나 2007년 10월 중순 CNN/Opinion Research Corporation
Poll 여론조사8) 결과는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이 여전히 선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유력 대선주자가 존 메케인 상원의원에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으로 변경되었고, 영화배우이자 전직 상원의원인 프레드 톰슨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4 참고).
힐러리 클린턴은 2006년 민주당 대선후보 여론조사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왔다. 배럭 오바마의 경우 2007년 4월 지지율 26%로
힐러리 클린턴의 30%에 근접하였으나, 2007년 11말 현재 다소 주춤하고 있
다. 또한 공화당에서 한때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로 평가됐던 존 매케인 상
원의원이 저조한 정치자금 모금 실적과 선거 참모들의 대거 이탈 등으로 부
진을 면치 못하자 전 뉴욕 시장인 루디 줄리아니 후보가 선두로 나섰으며,
프레드 톰슨이 2위로 급부상하였다.
한편 FOX News/Opinion Dynamics Poll9)의 민주당과 공화당 유력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조사 결과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다른 모든 유력 대선주자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1월 둘째 주에 무작위로 선출한 1,064명의 전화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7) 당장 힐러리 클린턴과 존 메케인 사이에 대선 경합이 치러질 경우 무승부(47%-47%)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의 출마선언을 둘러싼 떠들석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율 40%, 오바마가 21%로 클린턴이 오바마를 가뿐히 추월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
편 존 에드워드는 11%로 3위를 기록하였으며, 오바마는 유권자 사이에서의 인지도(후보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지식, “이 후보에 대해 나는 ‘많이’ 혹은 ‘어느 정도’알고 있다”)가 51%로 힐러리의 94%보다 현저
히 낮은 것으로 나와 이 부문에서 취약점이 부각된다고 밝혔다.
8) 지난 2007년 10월 12~14일 동안 실시되었다.
9) 2007년 10월 9~10일 동안 조사되었다.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 유력대선주자의 대결은 9월 25~26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26│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표 2-4. 민주․공화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추이 ❚
(단위 : %)
민주당 대선후보

조사시점(2007년)
1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힐러리 클린턴

34

37

30

38

35

40

39

46

배럭 오바마

18

22

26

24

23

21

20

17

앨 고어

15

12

12

12

13

13

13

14

존 에드워드

10

14

15

12

16

11

15

12

35

38

30

25

31

29

28

27

-

-

12

15

21

22

27

19

존 메케인

27

19

24

24

19

16

15

17

미트 룸니

8

10

10

11

11

12

11

13

공화당 대선후보
루디 줄리아니
프레드 톰슨

주: 여론조사는 2008년 대선 후보로 각 당별로 누가 지명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임.
자료: CNN/Opinion Research Corporation Poll.

즉 힐러리 클린턴과 루디 줄리아니와의 대선 투표 가상 대결에서는 각각
47%대 43%, 프레드 톰슨과의 대결에서는 50%대 38%를 기록하는 등 지지
도에서 힐러리가 앞서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배럭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화당 유력대선주자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다소 근소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루디 줄리아니와는 각각 41%대 40%, 프레드 톰슨과는
각각 45%대 33%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뉴욕타임즈는10) 2008년 미국 대선을 좌우할 주요 변수를 제시하였고, 이
는 이라크 전쟁, 선거자금, 종교, 저서, 선거진영 구축, 인터넷매체(블러그),
인지도라고 언급하였다. 먼저 이라크전쟁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은 소속 정당
과 관계없이 중동정세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라크전쟁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대선후보로서 생존력을 시험하
는 무대로 인식되는 선거자금 모금 능력과 관련해 2008년 대선은 인종과 종
교, 성별의 영향력보다는 선거자금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

10) 2007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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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 후보들도 선거자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자금 모금액을 보면, 2007년 9월 29일 현재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이 9,094만 달러를 기록해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의 8,026만 달러를 근소하
게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공화당 대선주자 중 최대 모금액은 미트
룸니 메사추세츠 주지사의 6,283만 달러이며, 그 뒤를 이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4,725만 달러를 모금하였다(그림 2-1 참고).

❚ 그림 2-1. 대선자금 모금액 ❚
(단위: 백만 달러)

주: 2007년 9얼 29일 현재 모금액 기준.
자료: 뉴욕 타임즈.

이 중 특히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의 모금액이 높게 나타난 원인에 대해
AP통신 등 미국 주요언론은 이하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즉 오바마 후보 선
거자금 모금의 최대 원동력은 리만 브라더스, 골드만 삭스, JP모건 등 월가
금융회사 직원들의 기부금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오바마 의원의
선거자금 원동력은 미 월가의 일명 ‘큰손’들과 소액 기부자들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오바마 의원으로부터 막대한 수익과 과도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라
고 비난을 받았던 이들 월가 금융사 직원들은 역설적이게도 선거법이 규정

28│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한 최대 금액인 1인당 4,600달러를 오바마 의원의 선거캠프에 기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다른 선거 기부금 원천은 인터넷과 우편, 각종 모금 행사에
참석해 200달러 이하의 선거자금을 낸 소액 기부자들로, 오바마 의원 진영
은 2007년 이후 소액 기부자로부터 전체 모금액의 약 30%에 달하는 선거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모금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바마
의원의 강점은 소액 기부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타임지는 각 당의 후보자들 모두 종교계의 표심을 잡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부시대통령 선거당시 뛰어난 전략가였던 칼 로브(Karl Rove) 같은
인재로 구성된 막강한 선거진영구축 여부도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
로 전망하였다. 또한 인터넷매체인 유투브를 이용한 대선선거운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
다. 2007년 7월 23일 CNN과 유튜브(YouTube) 공동주관으로 사우스캐롤
라이나 주 찰스턴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유투브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대선 주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대선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힐러리 클린턴, 배럭 오바마,
존 에드워드 등 민주당 대선주자 8명이 나와 제44대 미국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기존 대선토론회의 형식마저 변모시키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림은 물론, 유투브가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사건이라 하겠다.
한편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의 세계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다음
과 같다. 뉴욕타임즈11)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세금 인상을
통한 부(富)의 재분배, 각종 복지정책의 강화, 자유무역주의 반대, 국내 일자리
보호 등을 주장하며 포퓰리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11) 2007년 7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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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2-1. 민주당 유튜브 대선토론회(2007년 7월 23일) ❚

1) 다른 후보와 차별성에 대한 답변
- 오바마 의원은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워싱턴이 변해야 한다는 긴급한 열망을
느꼈다면서 지역운동가, 주와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워싱턴이 변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
게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데니스 쿠치니치 하원의원(오하이오)은 “‘거짓말’에 근거한 전쟁에 미국인을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라크전쟁에 찬성했던 힐러리 클린턴 의원 등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자유주의(liberal)’가 뭐냐는 질문을 받고 “자유주의는 본래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답한 뒤 “‘진보적(progressive)’이란 말을 더 좋아한다. 스스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현대의 진보주의자라고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외교관계에 대한 답변
- 오바마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만나기를 거부해온 북한과 이란, 쿠바 등과 같은 국가들의
지도자들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와 관련,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이들 국가를 벌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로널드 레이건과 존
F. 케네디 등 전 대통령들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소련과 계속 대화를 했다며
우리가 개선의 여지를 찾아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반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그런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다며 오바마 의원과 분명한 선을 긋고, 대신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또 “우리가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기 전에
우리 대통령에게 후고 차베스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클린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이라크 철군에 대한 답변
- 필라델피아의 배리 미첼은 8명의 후보들을 향해 “이라크 철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철군하면 갓난 아기를 자기 스스로 돌보라고 내버려두는 것 같이 되어 시리아,
러시아에 이라크를 넘겨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 이에 대해 오바마 의원은 먼저 종파간 분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해 자신은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16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당장 철군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단계적인 철군과 이라크와 주변지역 국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힐러리 클린턴 의원에게는 200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이라크 지배를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그 이후에만 800명의 미군이 희생됐다는 질문이
주어졌다. 힐러리 클린턴 의원은 민주당은 미군 철군시한을 정하자는 제안과 관련,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부시 행정부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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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들은 2006년 11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노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인식 아래 보호무
역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지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최근 한․미 FTA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도 이런 분위
기 탓이라고 분석하였다.

❚ 표 2-5. 세계화에 대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오바마의 관점 ❚
주요 이슈

세계화가 미국
소비자에 이익

경제성장과
근로자

세계화에 대한
신대응법

세계화에 대한 오바마의 관점
(1) 세계화가 미국 소비자에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보통의 미국인에게
경제적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p. 145).
(2) 자유무역의 이익을 믿지만, 자유무역의 결과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미연방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증대될 것임을 경고함(p. 176).
(1) 지난 수십년간 미국 경제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지만 고용
증가는 무기력하였음(p. 146).
(2)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았음(p. 146).
(3) 기업의 이익은 증대되었지만, 근로자의 몫은 감소함(p. 146).
(1) 여타 민주당원들과 함께 이하의 주장과 조치에 적극 찬성함.
- 미국은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fair trade)이 필요함.
- 미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의 노동 기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특히 노조 결성 권리 확보 및 아동 노동 금지 등이 중요함.
- 미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의 높은 환경 보호가 요구됨.
- 대미 수출품에 대한 불공정한 외국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 미국의 수출촉진을 위한 외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
-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
- 특히 미국 상품에 불이익을 주는 중국의 환율 조작 금지
(2) 그러나 민주당원과 노조가 주장하는 상기 조치들은 세계화라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함.
(3)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현실적 문제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무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new approach to the trade
question)이 필요함(pp. 172~174).

자료: Obama(2006), pp. 137-194.

31

제2장 민주당 경제정책 및 주요 대선후보의 정책비교 │

오바마 의원은 저서에서 세계화를 멈출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세계화
가 미국 소비자에게 가져다 준 이익과 미국 경제의 성장, 생산성 향상에 기
여한 것은 인정하면서, 세계화가 미국 근로자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 예를
들어 제조업 일자리 상실, 낮은 임금의 서비스 일자리, 소득 양극화 등의 이
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경제정책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복지국가를 건
설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친(親)노조, 반(反)기업’ 전략을 통해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어 왔다. 이런 민주당 노선에 변화가 온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
절로, 집권 후 시장 자율 확대와 자유무역정책을 지지하는 로버트 루빈 재무
장관을 앞세워 당원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을 타결했다.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 덕분에 이런 중도적 기류는 지속됐지만 2006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탓에 미국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중산층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조세, 교육, 무역, 건강보험
등 포괄적인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NAFTA를 체
결했던 남편인 빌 클린턴12)과 달리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한․미 FTA
반대 의사13)를 분명히 하면서 “FTA와 세계화는 일부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도 아이오와 주 유세과정에서 “세계
화된 경제에 적응했다는 전문직 인력마저도 부지기수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며 이런 기류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12)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NAFTA를 통해 무역이 활성화되면, 미국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결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13)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적 성장과 자신을 연계시켰던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다른 민주당후보들과 같이, 부시
행정부의 무역과 세계화정책에 대하여 날카로운 회의를 표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07년 6월 9일 한ㆍ미
FTA는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며,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세계화가 소수만을 위해 이뤄졌다고 비난하였다.

32│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글상자 2-2.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와 에드워즈의 무역정책 분석 ❚

○ 힐러리 상원의원
- 2007년 6월 9일 한ㆍ미 FTA는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며,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에
반하므로 반대 의사 표명
- 세계화(globalization)는 소수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유 무역에 대한 회의적 시각 견지
- 미국은 신규 무역 협정 체결을 잠시 중단(timeout)하고,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NAFTA를
포함)에 대해 매 5년 마다 재검토를 해야 하고, 향후 체결되는 무역협정은 보다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 포함 강조
○ 에드워즈 상원의원
- 2007년 4월 27일 한ㆍ미 FTA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해를 끼칠 것임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 표명
- 세계화의 이익이 상위 1%에만 집중되었다고 비난하며, 자유무역으로 초국적 기업만 이익을
보았고, 미국 보통 가정의 이해는 도외시 되었다고 주장.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힐러리,
오바마에 비해 자유무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에드워즈의 강경한 입장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 임금 상승 정체, 중국 및 인도 경제의
잠재적 위협을 우려하는 민주당원으로부터 지지 획득
자료: 저자 정리(2007).

한편 존 에드워드 전 상원의원 또한 “지난 20년간 미국 경제성장의 절반
이 상위 1%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세금 인
상을 통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3
위를 달리고 있는 에드워즈 상원의원은 대선 후보들 중 자유무역에 가장 적
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한ㆍ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금번 2008년 미국 대선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원들 조
차도 여론조사에서14) 세계화가 주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능가하였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허
커비(Mike Huckabee) 의원은 불공정 무역이 교정되어야 하고, 자유무역을

14) Wall Street Journal과 NBC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여론 조사 결과(2007년 연속 여론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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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듯한 인기영합적 발언을 취하고 있다.
힐러리, 오바마, 에드워즈 등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세계화에 대한
견해와 자유무역에 대한 관점을 고려해 볼 때 2008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
슈는 세계화와 국제무역 정책,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문제, 고용문제과 기존
대선에서 항상 이슈화되었던 환경문제, 의료보험, 낙태문제, 사회보장문제 등
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1월 초부터 진행되는 예비선거에서
국제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이 경선 판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15) 중 하
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매체(UCC)를 통한 적극적인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때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의 출처불명 기사에 대해서 얼
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선 승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된다.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관점은 양당 대선후보들 가운데 전국적인 지지도를 가진 후보가 몇 명에 불
과하고 전국적 후보 인지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상원의원이 참신함과 변화의 필요성을 대선전에서 중
점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힐러리는 준비되고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대통령
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세계화와 자유무역 정책의 문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한ㆍ미 FTA에 대해서 힐러리와 에드워즈 의원
이 이미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2008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대권을 장
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주당 유력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제무역정책과 DDA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에 주목
해야 한다. 또한 2008년 내로 한ㆍ미 FTA가 한․미 양국 국회 및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비준동의 투표가 2009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15) 2007년 말 아이오와 주 공정무역 캠페인 조직(Iowa Fair Trade Campaign)의 James Ploeser는 대선 주요
이슈를 국제무역 정책, 의료보험, 이라크 등 세 가지로 전망하면서 2008년 1월 3일 아이오와 주 코커스 경선
판세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국제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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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 글상자 2-3. NAFTA 이후 미국의 재협상 전례 ❚

- 전례 1: 과거 NAFTA(1992년 8월 협상 완료, 12월 서명 완료)의 경우 1993년 초
클린턴 신행정부(민주당 의회, 민주당 대통령) 이후 재협상(reopen)을 한 전례가 있음.
- 전례 2: 2007년 공화당 행정부하에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의 압력으로 인해
페루ㆍ콜롬비아는 FTA 협상 완료ㆍ서명 이후에 재협상(reopen)하였음.
- 한국의 경우 서명(2007년 6월 말) 이전에 추가 협의하여 일부 조항 미측 요구 반영
자료: 저자 정리(2007).

그렇게 될 경우 2007년 말 현재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행정부 탄
생이 전망되는 가운데 2009년 이후 한ㆍ미 FTA 미국 의회 승인 통과는 더
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재협상(reopen) 개시 가능성도 완전히 배
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1993년
NAFTA를 재협상한 경험이 있고, 당시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었으며,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또한 2007년 부시 행정부는
2006년 11월 이후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미 서명된
미ㆍ페루 및 미ㆍ콜롬비아 FTA도 재협상을 한 바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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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정책 비교

1. 대외통상정책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위험요소로 인식되는 미 무역수지 및 경
상수지적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무
역적자가 2006년 GDP의 6.4%에서 2007년 5.9%로 완화될 것으로 추정되
고 있고, 특히 2007년은 과거년도의 적자 흐름에 비해 뚜렷이 개선되는 양
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대중 무역적자가16) 급증함에 따라 여전히 경제의 부
담으로 잔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 경
상수지 적자는 유로지역 및 일본과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지역의 내수회복에

16) 미 상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1,997억 달러에서 2006년 약 2,294억 달러
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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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미국 수출 증가에 따라 적자폭이 다소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
년 들어 경상수지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어 1사분기와 2사분기
현재 각각 1,971억 달러, 1,90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그림 3-1 참고).

❚ 그림 3-1. 미국의 분기별 경상수지 추이(1995~2007년) ❚

자료: 미국 상무부(2007. 11).

그동안 미국경제 성장의 위험요인으로 가장 크게 부각된 요인으로 쌍둥이
적자문제를 언급해 왔는데, 이 중 경상수지는 1980년대 이후 만성적인 적자
를 기록해 왔다. 특히, 1995년 이후의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로 인한 실질실
효환율 상승, 1997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호황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경제 불균형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로 이어져 경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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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자보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상
수지 적자는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경착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이 주시하고 있는 중장기적 이슈이다.
한편 미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영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부동의 1위 수출시장인 캐나다는 2006년
에도 2,30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미국수출에서 22.2%의 비중을 차지하
였다. 미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대폭 상승하여 1990년 1.2%에서 2006년
5.3%로 4.1%p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중 대한 수출은 오히려 3.7%에서
3.1%로 0.6%p 하락하였다(표 3-1 참고).

❚ 표 3-1. 미국의 국가별 수출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FOB기준, %)
순위

대상국

1980년

1985년

1990년

수출총계

220,927.0

213,335.0

35,395.3
(16.0)
15,145.9
(6.9)
20,790.0
(9.4)
3,755.0
(1.7)
12,694.9
(5.7)
10,959.8
(5.0)
4,685.2
(2.1)
8,677.6
(3.9)
3,033.2
(1.4)
7,485.4
(3.4)

47,251.0
(22.1)
13,634.7
(6.4)
22,630.9
(10.6)
3,855.7
(1.8)
11,272.8
(5.3)
9,049.3
(4.2)
5,956.3
(2.8)
7,269.0
(3.4)
3,475.6
(1.6)
6,095.6
(2.9)

1

캐나다

2

멕시코

3

일본

4

중국

5

영국

6

독일

7

한국

8

네덜란드

9

싱가포르

10

프랑스

1995년

2000년

393,106.0

583,552.0

772,124.0

904,257.0 1,037,070.0

82,959.3
(21.1)
28,375.3
(7.2)
48,584.8
(12.4)
4,807.2
(1.2)
23,484.0
(6.0)
18,752.1
(4.8)
14,398.7
(3.7)
13,015.8
(3.3)
8,019.1
(2.0)
13,652.2
(3.5)

126,024.0
(21.6)
46,311.5
(7.9)
64,298.0
(11.0)
11,748.5
(2.0)
28,826.9
(4.9)
22,376.3
(3.8)
25,413.1
(4.4)
16,559.0
(2.8)
15,318.2
(2.6)
14,250.1
(2.4)

174,616.0
(22.6)
108,751.0
(14.1)
64,537.6
(8.4)
15,963.7
(2.1)
41,360.6
(5.4)
29,216.7
(3.8)
27,337.6
(3.5)
21,693.6
(2.8)
17,497.2
(2.3)
20,398.0
(2.6)

211,420.0
(23.4)
120,049.0
(13.3)
55,409.6
(6.1)
41,836.7
(4.6)
38,628.6
(4.3)
34,149.2
(3.8)
27,670.1
(3.1)
26,495.6
(2.9)
20,646.5
(2.3)
22,537.8
(2.5)

주: ( )안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순위는 2006년 기준임.
자료: IMF,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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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6년
230,257.0
(22.2)
134,167.0
(12.9)
59,649.3
(5.8)
55,224.0
(5.3)
45,393.0
(4.4)
41,319.6
(4.0)
32,455.3
(3.1)
31,101.7
(3.0)
24,683.1
(2.4)
24,385.7
(2.4)

또한 미국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등이며,
주요 수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가 수십 년간 최대수입국의 지위를 차지하
고 있다. 2006년 미국의 대캐나다 수입은 3,078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수입
액에서 16.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3-2 참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과 멕시코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1990
년 미국의 대중 수입은 163억 달러로 전체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지
3.2%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3,058억 달러로 15.9%로 대폭 성장하였다.

❚ 표 3-2. 미국의 국가별 수입 추이 ❚
(단위 : 백만 US달러, CIF기준, %)
대상국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순위
수입총계 257,098.0 361,692.0 517,020.0 771,093.0 1,238,240.0 1,732,510.0 1,919,260.0
1

캐나다

2

중국

3

멕시코

4

일본

5

독일

6

영국

7

한국

8

베네수엘라

9

프랑스

10 말레이시아

41,998.6
(16.3)
1,164.4
(0.5)
12,835.2
(5.0)
32,972.8
(12.8)
12,257.0
(4.8)
10,272.5
(4.0)
4,432.6
(1.7)

69,427.4
(19.2)
4,224.2
(1.2)
19,391.8
(5.4)
72,380.1
(20.0)
21,231.5
(5.9)
15,573.0
(4.3)
10,712.5
(3.0)

93,780.4 148,304.0 229,191.0
(18.1)
(19.2)
(18.5)
16,295.8 48,520.7 106,215.0
(3.2)
(6.3)
(8.6)
30,796.8 62,756.3 135,080.0
(6.0)
(8.1)
(10.9)
93,069.5 127,195.0 149,520.0
(18.0)
(16.5)
(12.1)
29,080.3 38,042.5 59,480.5
(5.6)
(4.9)
(4.8)
20,931.6 27,709.6 43,676.8
(4.0)
(3.6)
(3.5)
19,287.1 24,890.6 40,911.0
(3.7)
(3.2)
(3.3)

291,944.0
(16.9)
259,838.0
(15.0)
172,485.0
(10.0)
141,950.0
(8.2)
86,937.6
(5.0)
52,380.3
(3.0)
45,522.8
(2.6)

307,823.0
(16.0 )
305,788.0
(15.9)
200,515.0
(10.4)
152,244.0
(7.9)
91,222.0
(4.8)
54,629.6
(2.8)
47,636.3
(2.5)

5,571.0
(2.2)

6,830.2
(1.9)

9,938.4
(1.9)

10,427.9
(1.4)

18,612.1
(1.5)

35,292.1
(2.0)

38,386.1
(2.0)

5,548.6
(2.2)
2,687.9
(1.0)

9,959.5
(2.8)
2,399.4
(0.7)

13,593.7
(2.6)
5,496.3
(1.1)

17,769.5
(2.3)
17,981.0
(2.3)

30,084.4
(2.4)
25,990.0
(2.1)

34,774.3
(2.0)
34,675.8
(2.0)

38,088.6
(2.0)
37,521.1
(2.0)

주: ( )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순위는 2006년 기준임.
자료: IMF,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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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다.
우선 미국의 대한 수입 총액과 수입 비중은 1990년 193억 달러 및 3.7%에
서 2006년 476억 달러로 수입금액으로는 늘었으나 비중이 2.5%로 1.2%p
하락하였다. 또한 동 기간 중 일본도 18.0%에서 7.9%로 10.1%p 하락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의 2001년 WTO 가입 이
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
으로 세계시장은 물론 미국시장 점유율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며 대규모 무
역적자를 발생시켜 미ㆍ중 양국간 통상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중국 경기의 과열 방지를 위해 위안화의
단계적 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 이래 매년 연
평균 13%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2005년 현재 2조 7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그림 3-2 참고).

❚ 그림 3-2.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누계) ❚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UNCTAD(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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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0년 이래 연평균 10% 정도의 증
가를 보였으며, 2000년에는 31.5%라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기준 미국의 외국인직접
투자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1조 6,353억 달러를 나타내어 전세계 FDI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6.0%를 기록하였다(그림 3-3 참고).

❚ 그림 3-3. 대미 외국인직접투자 추이(누계) ❚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UNCTAD(2006).

나. 양당의 정책기조
일반적으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2004년 중미자
유무역협정(CAFTA)을 타결하고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화 및 대외통상환경에 대한 시각을 보면, 1990년대 이후 급진
전된 세계화와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상대

41

제3장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정책 비교 │

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세계화의 부작용을 강력히
거론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세계화가 세계경제 및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고 생활수준 향상과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
용한 수단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의 대외통상정책을 살펴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NAFTA 협상
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결과로 WTO라는 국제무역기
구를 창설하여 다자무역체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통
상정책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자유무역을 신장시킨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
는데, 이는 민주당이 미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고 더구나 대통령
에 부여된 신속처리권한(FTA: Fast Track Authority)의17) 적절한 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104~106차(1995~1999년)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
수당이 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치적 상황변동은 대통령의 통상협
상권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74년 제정된 한시법(20년)의 규정에 따
라 운영되어 오던 신속처리권한은 1994년 4월에 그 시효가 만료되어, 클린
턴행정부는 신속처리권한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발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자유무역의 한계와 부작용을 근
거로 시효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신속처리 권한 갱신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행정부 주도의 대외통상정책은 1994년 이후 의회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통상협상에 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신속처리권한의 소멸과 더불어 제104차(1995~
1997년) 의회부터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자 클린턴 행
정부는 대외통상정책의 주도권을 의회로 완전히 넘겨주게 되어 대외무역협정

17) 신속처리 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도 지칭되며, 부시정부 이후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무역협상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협상을 신속히 마
무리 짓고, 의회는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찬성 및 반대표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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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체결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 재정정책
가. 재정수지 및 소득불평등 현황
지난 2007년 7월, 미 의회예산국(CBO)은 2007년 회계연도 재정수지 적
자를 당초 예상(2007년 2월 전망)보다 390억 달러 축소된 2,050억 달러
(GDP대비 -1.5%)로 발표하였다. 또한 2008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2,580
억 달러(GDP대비 -1.8%)로 전망되고 있고 재정수지 적자의 소폭 개선 원인은
기업수익 증가로 인한 법인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4 참고).
더구나 재정수지 개선 추세는 지속되어 2012년에는 흑자재정을 기록할 것
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미국경제 신인
도 하락 및 이로 인한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점을 감안할 때, 재정적
자의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경제 신인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여타 거시 변수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 재정수지 적자
감소는 향후 달러약세를 제한시키거나 강세반전을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전망된다.
한편 미국 가계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상
승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18) 특히 198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정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신경제로 대표되는 1990년대 호
황기에도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 지니계수가
0.394에서 1980년에는 0.403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0.469까지 상승하
였다(그림 3-5 참고).

18) 김흥종 외(2005), pp.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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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재정수지 추이 ❚

주: 2007년부터는 전망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07. 7).

❚ 그림 3-5. 미국의 지니계수 추이 ❚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숙련노동자에 유리한 기술진보를 비
롯하여 세계화의 진전, 노조의 영향력 쇠퇴, 고용보호 약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소득격차 확대는 단기적으로 민간소비 위축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
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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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미국의 빈곤인구 및 빈곤율 추이 ❚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또한 미국의 빈곤율은 2000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빈곤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1980년 빈곤율의 비율은 13.0%,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빈곤층 비율이 감소하다가 2000년에는 11.3%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재상승하여 2005년 현재 12.6%를 기록하였다(그림 3-6 참고).

나. 양당의 정책
부시 행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지속적인 감세정책의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미국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Henry Paulson)은 2006년 6월
미국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감세정책이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
를 성장시킨다고 적극적으로 부시정부의 감세 정책을 옹호하였다. 따라서 부
시 제2기 정부에서는 현재 까지 지속하고 있는 감세 정책의 유지와 정부지
출 통제를 통해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1.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 넘는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2006년 재정
적자는 예상치 4,230억 달러(GDP의 3.2%)를 훨씬 밑도는 2,960억 달러
(GDP의 2.3%)에 그칠 것으로 미국 의회예산국은19)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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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정부는 2006년 5월 배당세 및 자본이득세 감세를 2010년까지 한시
적으로 연장하는 감세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부시 행정부의 2003년 감
세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배당
세율은 38.6%에서 15%로 낮추는 것이었고, 이 감세안이 결국 2010년까지
연장된 것이다.
한편 노조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당은 감세, 규제완화, 자유무역 등
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FTA를 통한 일자리
유출의 반대를 지지한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은 이미 소득세, 상속
세 등의 한시적 감면을 시행한 데 이어 이를 영구화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감세 영구화에 반대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공화당이 추진하였던 무리한 감세, 군비지출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확대시킨 점을 지적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과방
식(pay-as-you-go) 원칙을20)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대기업 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공화당이 채택한 대형 석유회사, 제약회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
당은 석유업계에 대해서는 가격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에너지, 하이브리드 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하며, 제약업계에 대해
서는 Medicare 프로그램에 가입된 노약자에게 공급되는 약값을 정부가 직접
협상하고 복제약(generic drug)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실시하여 제약업계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이 샤베인-옥슬리법21)
(Sarbanes-Oxley Act) 완화, 집단소송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해 왔으나 민주
당은 동 규제의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19)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2006).
20) pay-as-you-go 원칙은 새로운 세출 확대는 다른 세출의 감소 또는 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
적자 확대를 억제하는 원칙이다.
21) 엔론(Enron) 사태 이후 기업의 금융사기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동 법의 완화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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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가. 미국의 에너지소비 현황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은
1980년 대비 27.8% 증가한 99,873조 Btu를 기록하였다(그림 3-7 참고). 에
너지소비효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호조로 인해 에너지
총소비가 증가하였고 자동차, 특히 SUV 차량 증가,22) 상업용 및 가정용 난
방유 등의 수요증가가 두드러졌다.

❚ 그림 3-7. 에너지소비량 추이 ❚

자료: 에너지 정보청(EIA, 2007).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가정용 에너지소비의 경우
1980~2006년 기간 중 연평균 1.2%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동 기간 동안 20.2%에서 21.1%로 0.9%p 증가에 그쳤다(그림
3-8 참고).
또한 수송용 에너지소비의 경우 동기간 중 연평균 1.4% 증가하여, 전체

22) 2004년 미국 차량 판매의 55%를 SUV가 차지하고 있고, 1991년 이후 연비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최
근의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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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2%에서 28.1%로 2.9%p가 증가하였다.
가정용 및 수송용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는 가정용 난방수요의 증가와 승용
차 보급대수의 확대 및 차량 대형화추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산업용 에너지소비 비중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1980~
2006년 기간 중 연평균 0.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1%에서 32.0%로 9.1%p 하락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미
국경제가 고성장기에서 안정적인 성장기로 진입하였고,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의 비중확대 등 산업구조의 점진적인 변화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된다.

❚ 그림 3-8.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추이 ❚

자료 : 에너지정보청(EIA).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에너지 소비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기준 생산과 소비는 각각 68.80
quadrillion Btu, 100.19 quadrillion Btu를 기록하여 순수입량은 30.19
quadrillion Btu를 나타내었다. 미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에 의하면, 2005년
현재 100.19 quadrillion Btu를 기록한 에너지소비량이 연평균 1.1%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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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30년에는 131.16 quadrillion Btu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3 참고).

❚ 표 3-3. 미국 에너지 소비 및 전망 ❚
(단위 : quadrillion Btu)
구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성장률
(2005~2030년)

생산

70.98

69.80

76.13

79.12

82.09

85.06

88.63

1.0%

수입

33.30

34.52

34.18

36.97

39.66

42.93

43.37

1.2%

수출

4.19

4.33

4.52

4.39

4.33

4.32

4.47

0.1%

소비

100.67

100.19

106.50

112.28

118.16

124.39

131.16

1.1%

자료: 에너지정보청(EIA), Annual Energy Outlook 2007 Projections with 2030.

한편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에너지를 미래 미국 경제의 최대현
안이자 국가안보적 차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
에23) 기초한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법안을 2002~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의
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2004년 이후부터 고
유가가 지속되면서 미국 내 휘발유 소매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시
작하고, 천연가스 가격 또한 높은 수준을 지속하게 되자, 2005년 미국 의회
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 에너지 법안인 ‘2005 에너지정책 법안(EPA:
Energy Policy Act of 2005)’을 통과시켰다.24) 2년 이상 지속된 고유가와
이로 인한 소비위축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 2006년 1
월, 부시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석유의존 탈피를 위한 신에너지정책방안
(AEI: 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표 3-4 참고).

23) 에너지 공급 증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절약, 에너지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대체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안 등 총 100가지의 제안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24) 부시 행정부의 신 에너지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을 국가안보 및 환경보호 정책과 연결시키고 있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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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신에너지 정책 주요 내용 ❚
목표방안
석유의존도 감축

청정석탄기술
개발

태양에너지 개발

내

용

-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대중동원유수입의 75%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석탄은 美 전기공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200년 동안 이를 충당할 충분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10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해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개발 연구에 지원함.
- 2025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비용을 일반 전기발전비용 수준까지
낮추는 연구 지원

바이오에너지
개발

- 옥수수로부터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생산하는 최첨단 방법 및 여타
천연재료를 실용적인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촉진

수소연료 개발

-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연료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12억
달러를 지원
- 하이브리드 차량과 야간에 전기충전 하는 ‘plug-in Hybrids’차량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위한 연구 촉진

원자력에너지

- 보다 안전성 높은 원자로의 개발과 국제열핵융합실험로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
- 차세대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개발을 추진

자료: 부시 국정연설(2006).

본 방안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대중동 석유의존도 감축
목표안이다. 자동차ㆍ가정용ㆍ상업용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진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대중동
원유수입의 7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
점방안으로 운송용 연료(하이브리드 및 수소전지 개발)와 주거용 전력(태양
열 및 풍력 발전,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 청정석탄 발전)의 기술개발에 집중
할 계획이 발표되었다. 특히 옥수수, 고구마 등 식물재료에 효소분해 및 발
효 등 바이오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바이오에탄올을 6년 내에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을 가진 상용화 가능 연료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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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동력용 에너지의 경우 효율성을 향상시켜 가솔린 소비를 낮춰 기
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매
스(biomass)25) 등의 대체에너지 확충과 수소전지 개발을 통해서도 석유의존
도를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셀룰로오스(cellulose) 자원에 의한 에
탄올 생산은 곡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억제 효과가 높으므로, 셀룰로오스 에탄올 연료를 2012년까지
비용경쟁력(cost-competitive) 있는 연료로 생산하여 현재의 석유연료 소비의
30% 정도까지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시 대통령은 고효율의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와 청정
디젤 연료 사용 차량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당 최고 3,4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주도록 제안하였고, 미국 의회는 이를 법안화하여 부시 대통령의 제
안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신에너지 정책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 자
동차의 실용화와 수소를 생산․저장․공급하는 기술개발 촉진, 연료의 다양
화 측면에서 전기자동차용 고성능 배터리, 고성능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편 또다른 중요한 분야인 가정 및 상업용 에너지의 경우 주요 에너지원
은 전력이기 때문에 공급기술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석탄
화력발전 기술, 자연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술, 청정하고 안전한 원자
력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석탄매
장량의 1/4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내 전력 공급의 반 이상이 석탄 발
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발전산업에서 석탄을 통
한 전기 동력원 공급을 중시하고 있고, 청정석탄 발전기술 개발을 가속화하
기 위해 2007년 예산안에 2.8억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배정하였다.
또한 태양에너지 개발에는 2007년 예산 중 전년도의 2배 이상인 1.5억

25)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또는 동물의 폐기물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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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풍력에너지 또한 동 기간 중 전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0.4억 달러를 투입하여 발전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기술을 개발
할 예정이다.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경우 보다 안전성이 높은 원자로의 개발과 국제 열
핵 융합 실험로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 차세대 핵연료 재처리기술 개발,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나. 양당의 정책기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미국을 탈퇴시켰
던 부시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의 위협은 새로운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아랍권
국가들의 석유무기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극권 야생동물 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에 매장되어 있는 알래스카 유전을 개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 오염자들에 대한 조치로 강
제적인 수단보다는 오염 방지를 위한 시장 기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오염이나 산성비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기후협약에 미국이 참가해
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 석유회사에 대한 보조금 폐지로
확보된 재원으로 대체에너지,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석유업체들의
가격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환경을 중시하는 기조를 견지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당은 에너지 독립을 위한 비전
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석유
및 가스회사에게 주는 수십 억 달러의 보조금 철폐, 소비자 구제를 위한 자
금 사용,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창
출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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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이 주장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2007년 5월 신통상정책
(New Trade Policy) 안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Ozone Depleting
Substances), 해상오염방지조약(Convention on Marine Pollution), 미 대륙
간 태평양참치협약(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nvention), 물새서식지
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 on the
Wetlands), 국제포경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등 다자간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을 집행할 것을 강조하는 등 향후 통상정책에서
환경을 중시하려는 민주당의 기조를 적극 반영하였다.

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의회의 최근 움직임
최근 미 의회에서는 기존 부시 행정부가 취하고 있던 기후변화에 대한 입
장변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변화 사례는 2007년 10월 18
일 조셉 리버만(Joseph I. Lieberman: 코네티컷, 무소속) 상원의원이 동료
상원의원 9명26)(민주당 5명, 공화당 4명)과 함께 제출한 미국 기후보안법안
(ACSA: America's Climate Security Act of 2007)27)에 반영되어 있다.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존 워너
(John Warner: 버지니아, 공화당) 상원의원이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여 기

26) 동 법안에 참여한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다. Cardin, Benjamin L.(MD, 민주당), Coleman, Norm(MN, 공화당),
Dole, Elizabeth(NC, 공화당), Klobuchar, Amy(MN, 민주당), Warner,John(VA, 공화당), Casey, Robert P.
Jr.(PA, 민주당), Collins, Susan M.(ME, 공화당), Harkin, Tom(IA, 민주당). Nelson, Bill(FL, 민주당).
27) Economis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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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안 법안에 대해 발기인(sponsor)으로 나섰다. 또한 탄광산업 선거구
(coal-mining constituents)인 몬태나 출신 맥스 보커스(Max Baucus: 민주
당) 상원의원도 동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
의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반증한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장
려해 왔던 것과는 달리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것과 이
의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거래제(cap and trade)를 시행하는 것
으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강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으로, 전력(electric
utility), 수송수단(transportation), 제조업(manufacturing industries) 분야에
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5%, 2050년까지는
70% 감축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였다.28) 둘째, 시장 원리를 도입한 온
실가스 배출량 총량 거래제(Cap and Trade)29)는 2012년에 시행될 계획으
로 처음에 보유하게 될 배출량 할당분은 정부가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부분
과 경매를 통해 정부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구성되며, 무상배포 할당량은 점
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설정하였다. 할당량 판매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은 탄소배출량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Low-and
middle-income families)가 날로 높아 가는 에너지 비용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한편, 에너지 산업 분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유망기술(청정기술)
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30)

28) 3분야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전체 미국 온실가스의 75%를 차지한다.
29) 총량거래제란 정해진 의무기간 전체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지정해 적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비
를 가진 기업은 초과할당분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배출량 감소 기술에 대한 투자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0) 동 법안은 2030년까지 중저임금 가구에게 Low Incom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프로그
램에서 3,500억 달러의 지원과 2030년까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위해 5,000억 달러를 요구한다.

54│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이와 같은 기후보안법안 제출은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활동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던 기존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선회한 것
으로 판단되나, 의회 내 통과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강경하게 강제적인 온실가
스 감축을 반대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
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앨 고어 전 부통령이 제작한 ‘불편
한 진실(Inconvenient Truth)’ 등의 영화가 개봉되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도가 한창 고조된 상태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 커뮤니티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인 자율적인 감
축만을 계속 되풀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의료제도 개혁
가.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05년 기준 OECD GDP대비 의료비 지출
은 평균 9.0%이며, 개별국가 중에서 미국 15.3%, 독일 10.7%, 프랑스
11.1%, 일본 8.0% 그리고 한국은 6.0%를 나타내는 등 미국이 의료비 지출
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비 지출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
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국가
이다. 미국은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이나 사회보험체계에
서 공적인 보험자가 하는 역할을 민간보험회사가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특성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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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GDP대비 의료비지출 현황 ❚
(단위: %)

자료: OECD.

미국 센서스국에 따르면,31) 민간영역에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이 전 국민의 약 60%를 차지하며, 정부는 단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방정부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주 정부가 관장
하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의 분야에서
약 27% 정도를 부담한다.32)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전 국민의 15.8%에 해당하는 4,700만 명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미국 전체
국민 중 84.2%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 나머지 15.8%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어서 의료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31) US Census Bureau(2007).
32)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부담주체를 보면 가장 많은 부담을 하는 곳은 기업으로 전국민의 59.7%에 해당하는
1억 7,715만 명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군인의료보험
(Military health care)에서 각각 4,034만 명(13.6%), 3,828만 명(12.9%), 1,055만 명(3.6%)을 부담하고 있다.

56│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그림 3-10. 가입형태별 의료보험 가입자 분포(2006년 현재) ❚
(단위: %)

자료: 미국 센서스국(2007).

이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 의료체계는 가계의 부담임과 동시에 미국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미국 정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제도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33)

나. 양당의 입장 차이
한편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양당의 입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민주
당은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보
다는 경쟁을 통해서 메디케어 제도가 비용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저
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제도는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하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경쟁력 있는

33) 빌 클린턴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힐러리 클린턴을 위원장으로 하는‘의료보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하고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였다. 힐러리가 제시한 의료보험 개혁안은 모든 미
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 법안 통과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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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
재 4,7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한 연방정부의 중앙통제 방식보다는
시장기능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해결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민주ㆍ공화 양당의 현격한 입장
차이는 2008년 대선경쟁에서도 이어져 주요 쟁점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대선주자들 중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어린이들을 위
한 의료지원 체계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은 모
든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 시
스템을 도입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대선주자들 가운데서는 토미 톰슨 전 위스콘신 주지사가 의
료체계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어 비보험자에게
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줄리아
니 전 뉴욕시장은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업계와 협력해 개인에게 더 많은 선
택권을 주는 쪽으로 의료보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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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주당의 향후 경제정책 기조와
통상정책 방향

민주당의 향후 정책기조를 살펴보기 위해 본장에서는 브루킹스 연구소가34)
2006년 4월 발표한 ‘해밀턴 프로젝트(Hamilton Project)’35)인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An Economic Strategy to Advanc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의
이름을 딴 해밀턴 프로젝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
빈 시티그룹 회장, 로저 알트만 전 재무차관, 피터 오스백 전 백악관 경제특
보 등이 작성하였고 ‘이념과 독트린이 아닌 경험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 개
발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민주당 계열의 아이디어와 가치가 반영

34) 브루킹스 연구소는 1916년 기업인과 학자들이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사설 연구기관으로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 Research)를 설립하였으며, 1927년 로버트 브루킹스(Robert Brookings)가 동 연구소를 기존
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경제연구소(1922년 설립)․브루킹스 대학원(1924년 설립)과 통합시켜 재출범하였다.
이후 루스벨트부터 케네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민주당 행정부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핵심탱크로 성장하여,
현재는 헤리티지, 미 기업연구소(AEI)와 함께 미국 3대 싱크탱크로 발전하였다.
35) 지난 2006년 4월 5일 진보적인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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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판단된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내의 진보적(progressive)인 입
장을 정책연구를 통해 뒷받침해 온 연구기관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2008
년 대선에서 행정부를 의회와 함께 장악하는 경우 해밀턴 프로젝트의 내용
이 주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006년 11월 민주당의 미국 의회 중간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 지
도부가 적극 추진하여 공화당 부시 행정부와 결국 합의하여 2007년 3월 27
일에 발표된 ‘미국을 위한 신통상정책안(A New Trade Policy for
America)’36)은 미국 민주당의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
한 척도라 할 수 있어, 이를 중심으로 미국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1. 해밀턴 프로젝트37)
가.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
해밀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경제 성장전략은 포괄적인 계층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의 상호작용, 효율적인 정부와 같은 3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다. 이와 같은 3가지 원칙은 포괄적인 계층에 기반을 둔 경
제성장은 견고하고 더욱 지속가능하다(Broad-based economic growth is
stronger and more sustainable), △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상호 상승 작
용을 통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Economic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can be mutually reinforcing), △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과를 증

36) 지난 2007년 3월 27일, 민주당 지도부인 찰스 랑겔(Charles B. Rangel)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과 샌더 레빈(Sander Levin) 무역소위원회(Trade Subcommittee) 위원장이 발표하였다.
37) 동 자료는 2006년 4월 5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내용과 이를 국내에
번역 소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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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Effective government can enhance economic
growth)로 요약된다.

❚ 표 4-1. 해밀턴 프로젝트의 기본원칙 ❚
포괄적 계층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경제안정성과 성장의
상호작용

효율적인 정부

3가지 원칙 결합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앞서 제시한 첫 번째 원칙으로 만약 모든 국
민이 경제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닌다면, 그러한 경제성장은 더욱 견고해지며 지속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보고서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국가의 번영을 충분
히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47~1973년 동안 생산성과 중위가구의 실질소득은 매년 2.8%씩 증가하였
다. 그러나 1973년 이후 생산성은 연간 2.7% 증가한 반면, 중위가구의 실질
소득은 단지 1.0% 성장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70년대 이후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혜택이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었을 뿐 계층간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소수
에게만 혜택이 편중된 경제성장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인 경제안정성과 경제성장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책입
안자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상충된
의견을 갖도록 교육을 받아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경제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추진하기가 수월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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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
가 부족한 경우 사람들은 지나친 조심을 하게 되며, 경제적 위험을 두려워하
여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어 이는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다른 예로 어떤 가구에 실제로 역경이 닥쳤을 때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도움, 교육 혹은 훈련기회,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구비
된 가구들은 불확실한 경제에서 불가피하게 닥칠 수 있는 일시적인 경제적
역경으로 인해 영구히 좌절하게 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일시적인 역경을
겪는 가구들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판
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경제안정성은 보호주의를 비롯한 경제성장에 역행하
는 여러 정책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줄여준다. 새로운 기술이나 경쟁은 경제
전체로 혜택을 파급하는 정(positive)의 효과가 있는 반면, 종종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게는 부의 효과를 준다.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또는 직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회안정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변화를 수월하게
하고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경제성장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세 번째 원칙인 효율적인 정부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시장은 경제성장의 기반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회에 바람
직한 수준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 또한 시장만으
로는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기초과학, 사회 인프라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
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견고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시장의
힘은 효율적인 공공의 역할에 의해 지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는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며, 변화하는 환
경에 맞는 정부 역할 역시 재발견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공화당
이 견지하고 있는 각종 경제이슈에 대해 중앙정부의 영향력 축소 및 개인과

62│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기업의 창의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과 시장경제체제 우선주의 원
칙과는 대비가 된다.

나. 주요 정책제안
해밀턴 프로젝트에서는 인적자원 투자(교육과 근로), 혁신과 인프라, 저축
과 사회보험, 효과적인 정부라는 4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 공
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이 아
님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교육의 질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즉, 교육
은 기회와 생산성 모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은 현재 양
질의 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학생 성취도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뒤처져 있는데, 2003년 미국 15세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업능력은
세계 21위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상위 1%의 학업능력에서도 미국은 하위
권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해밀턴 프로젝트에서는 교사자질 개선을 위해
교사평가 후 정년보장제도 도입, 저소득층 자녀의 여름방학 중 학과보충 프
로그램인 여름 교육기회장학금(SOS: Summer Opportunity Scholarships)
설립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노동
력 양성, 그리고 노동의욕 고취의 영역에서 연구에 기초한 정책대안을 제시
한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또한 혁신은 성장동력이 되고, 고용을 창출하며, 경제
적 기회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과학기
술에서 세계의 선도자라는 것은 논란이 여지가 없으나, 더 많은 진보를 이루
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혁신을 가속화하는 물적․법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이 기술의 혁신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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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할수록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는 더욱 중요해진다. 역사적으로 R&D에
대한 투자는 20~30%로 추정되는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혁신으로부터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양성 확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특허 및 세제 개혁, 연방정부의 R&D투자
시스템 개혁,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전환을 제시한다.
한편 저축과 사회보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보다 많이 확보한 경제주
체일수록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 기회를 포착하거나 역경을 이
겨내기 쉬워진다고 주장한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는
상호보완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경제 안정성은
제고되었으나 소득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소득의 불
안정 이외에 미국 가정에 재정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과도한 의료비용과 이
로 인한 개인파산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계의 재정위험을 줄이고 의료서
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정책 대안 발굴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미국 가정들이 자주 겪는 또 하나의 경제적
위험은 해직을 들 수 있는데, 해직자들은 실업기간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가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
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적절히 완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정리해고 이후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난 근
로자들에 대한 지원책인 은퇴플랜보장방안38)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제안은 효율적인 정부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격변의 시
기에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고, 명확한 결과 창출,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의 효
과적 사용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8)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 프로젝트에서는 회사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들을 자
동으로 퇴직저축(retirement saving plan)에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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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채 방치된 자산을 경매하는 등 정부재산 관리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
울러 정부는 자체 운영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을 규율하는 제도
상의 효율성도 추구해야 하며, 시장실패에 개입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위험보상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
또다른 예로, 미국 우정공사의 보편적 서비스 전달기능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국가는 정부의 효율성
을 추구하는 한편, 정부에 요구되는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
공해야 한다. 동 프로젝트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방안들은 예산 중립적이지
만, 일부는 추가 재정 소요를 야기하기 때문에 재정상의 불균형을 악화시키
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동 프로젝트는 제기된 방안들의 지출소요를 절감하
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표 4-2 참고).

❚ 표 4-2. 해밀턴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제안 ❚
인적자원 투자
- 교사평가 후 정년
보장제도 도입
- 저소득층 자녀의
여름방학 중 학과
보충 프로그램인
여름 교육기회
장학금(SOS)
설립

혁신과 인프라
- 이공계인력양성
확대
- 민간부문의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특허 및 세제개혁
- 연방정부의 R&D
투자시스템 개혁
-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전환

저축과 사회보험
- 의료비지출 축소
방안 및 의료제도
개혁
- 정리해고 후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
-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방안 제시

효율적인 정부
- 국유재산 관리개선
- 우정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 정부기관의 효율성
평가 강화
- 규제개혁 및
재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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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의
가 있는 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 주요 공직에 있던 민주당 인사로 구성된
연구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라는 연유로 말미암아 현 공화당 부시 행정부로부
터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
미국 대선 이후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가 출범하는 경우 향후 미국 경제정책
의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신통상정책
가. 합의 내용
2007년 3월 27일 민주당 지도부인 찰스 랑겔(Charles B. Rangel)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과 샌더 레빈(Sander
Levin)39) 무역소위원회(Trade Subcommittee) 위원장은 ‘미국을 위한 신통
상정책안(A New Trade Policy for America)’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
라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는 신통상정책안에 대해 합의하여 페루, 파나마, 콜
롬비아 및 한국40) 등과의 FTA에 신통상정책안을 반영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2007년 5월 10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제기하여 의회 및 행정부에서 합의를 본 신통상정책을 발표하였다. 신통상정
책은 2006년 11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
기한 통상정책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미국 행정부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39) 샌더 레빈(Sander Levin)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이 중심인 미시간 주 출신(민주당)으로 불공정무
역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합의문 제목은 페루 및 파나마 FTA에 대한 변경(Peru and Panama FTA Changes)이지만, 부속서한 및 주
석에서 콜롬비아와 한국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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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된 것이다. 이와 같은 통상정책의 변화는 자유
무역정책에 줄기차게 우려를 제기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된 이후 예
견된 것이었다.

❚ 글상자 4-1. 미 하원, 미․페루 FTA 비준동의안 승인 ❚
- 지난 2007년 11월 8일,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미․페루 FTA 비준동의안을 찬성 285표 대
반대 132표로 비준동의안에 승인하였다. 특히 비준 동의안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미․페루 FTA는 기존 협정들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며 비준통과를 주도 하였다.
- 그러나 동 비준동의안에 민주당은 찬성 109표 반대 116표를 기록하여 FTA 비준에 대해
내부 분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뉴욕타임즈지가 언급하였다.

동 신통상정책안의 합의문은 노동, 환경 및 지구온난화, 특허ㆍ지식재산권
및 의약품접근 관련조항, 정부조달관련 조항, 항만보호조항, 투자조항, 전략
적 노동자지원 및 연수프로그램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노
동ㆍ환경 및 지구온난화 조항이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다.
동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생활
수준의 향상, 미국 상품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창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각국들은 기본적인 국제노동기준인 강제노동 금지, 취업차별 등을 자국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준수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진은 물론 다자간
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의 채택을 통한 지구 온난
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표 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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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국제노동기구 8대 핵심협약 ❚
영 역
강제노동의 폐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차별금지

핵심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1930년 제정)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1957년 제정)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 87호, 1948년 제정)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1949년 제정)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1951년 제정)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1958년 제정)

아동노동금지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1973년 제정)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1999년 제정)

주: 현재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가운데 한국은 4개 협약(고용상 차별금지 분야의 남녀 동등보수 협약, 고
용․직업상 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분야의 취업의 최저연령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
약)을 비준한 상태이고, 미국은 2개 협약(아동노동금지 분야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철폐에 관한 협
약,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만을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 활성화와 혁신 의약품 보호 사이의 공평
한 균형 유지의 재확립, 정부조달에 의한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와 용인 가능
한 노동환경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항만운영 보호를 통한 국
가안전망 촉진, 미국 내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보호 관련 미국 내 미국 투자
자들보다 더 많은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신통상정책은 미국 근로자, 농부와 기업가들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무역은 쌍무적
인 관계(two-way street)를 지속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에 의해 무역이 이루
어지도록 무역협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
국 보조금과 지식재산권 위반, 미국 공정무역 법률 보호와 강화 및 중국과
일본의 통화조작, 한국의 자동차 시장ㆍ공산품ㆍ농업ㆍ의약 산업 분야의 개
방 등에 대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하며, 외국 무역장벽을 철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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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한 WTO의 조치와 소송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매년 평균 11
개의 WTO 소송이 법적으로 제기되었던 클린턴 행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부
시 행정부는 매년 단 3건의 소송이 제기된 반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상대
로 47건의 사건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미국 노동자, 농민,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
장을 개척함으로써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의회의
역할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첫 번째 단계로, WTO 도하라운드에 적극 개입
하여 참여할 것과 농산물(미국 수출품에 대한 장벽 제거, 관세 및 불합리한
위생검역장벽에 대처 및 시정 요구), 공산품(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 및 분
쟁해결절차, 불공정무역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신통상정책은 전략적 근로자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SWAT: Strategic
Workers Assistance & Training Initiative)을 개발하여 교육, 연수, 의료 및
연금 혜택 촉진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교육, 근로자의 현장기술
숙련, 과학교육 및 연구 활성화, 근로자 현장기술 숙련, 연금혜택 및 소득지원
을 위한 공공-민간(public-private partnership) 협력을 도모하는데, 현행 무역
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역 및 기술혁신으로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파급효과 있는
지원, 연수 및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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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신통상정책안 주요 내용41) ❚
A.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합치하는 집행 가능한 의무
- 각국은 1998년 ILO선언에 명시된 5개의 핵심 국제노동조항을 자국법 및
절차에 도입, 유지 및 적용해야 함.
1. 결사의 자유
2. 단체교섭권의 보장
3. 강제노동 폐지
4. 아동노동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5.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대우 철폐

기본적인
노동기준
관련조항

B. 법 집행
- 법 집행에 소요되는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결정을 이유로 본 장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됨. 각국은 여러 종류의 국제 노동권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본 장(章)에 명시된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합당한 수준의 재량 및 선의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상대국이 법을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①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②지속적인 혹은 반복적인 행위 또는
방치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함.
C. 집행 가능한 불이행관련 조항
- 각국은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위 의무를 불이행할 수 없음
D.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동일성
- 노동의무는 여타 FTA와 동등한 분쟁해결, 집행절차 및 집행절차선정기준의
적용을 받음.
A. 다자간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의 이행

환경 및
지구온난화
관련조항

1. 양국은 아래 나열된 양국 모두 서명한 환경협정에 수반된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 규칙 및 다른 조치를 수용, 적용,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함(단, 현재 및 미래 유보사항 제외).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 해상오염방지조약
- 미 대륙간 태평양참치협약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 국제포경조약
-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 상기 협정은 상호 합의된 현재 및 향후 첨부서, 개정서, 수정조항을
포함하는 것임.

41) 민주당 대표부가 USTR에 보낸 신통상정책의 서한을 요약 정리하였다.

7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표 4-4. 계속

2. 1번에 명시된 의무는 FTA 분쟁해결절차의 관할이며 의무의 불이행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3. 양국은 1번 리스트에 양국 모두 서명한 다른 환경 혹은 자원보존 협정을
추가, 수정하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음.
4. FTA와 1번 열거된 MEA에 명시된 의무가 상충될 경우, 각국은 두 협정의
의무를 균형있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B. 배제
1. (a) FTA협정국은 자국의 환경법을 보류하거나 배제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의 장려를 위해 기존의 보호수준을 약화시킬 수 없음. (b) 만약 그러한
보류나 배제조항이 국내법에서 허용되고, 또한 해당 MEA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정국은 (a)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임.
환경 및
지구온난화
관련 조항

C. 분쟁해결
1. FTA 환경의무관련 분쟁해결, 해결절차(구제법), 해결절차선정 기준은 여타
FTA 의무와 동일함.
2. MEA의무 적용시, FTA 관할하에 구성된 분쟁해결패널은,
a) 해당 MEA의 모든 해석가능한 고려사항에 따름
b) 만약 MEA의무가 한개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FTA 협정국이 이
중 한가지 해석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MEA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 이 특정 지침이 다른 지침에 우선시 함.
3. FTA는 환경협의회(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 EAC)가 해당 MEA
기구와 MEA 의무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체제 확립. 이 체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
a) EAC 및 FTA 패널이 MEA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법,
규율 및 조치들을 채택, 적용 및 효과적으로 집행관련 의제를 고려할
때 해당 MEA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
b) 논의과정에서 EAC 혹은 FTA패널은 FTA 당사국이 고려중인 법,
규율 및 다른 조치들이 MEA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해당 MEA
기구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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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당사국은 MEA 의무 관련 문제를 먼저 해당 MEA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단 이것은 FTA 당사국이 MEA 의무와 관련된
의제를 EAC에 회부하거나 MEA 절차를 따를 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해결 章을 통해 MEA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국내법, 규율 및 다른 조치를 채택, 적용 및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중의 문제해결을 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음.
D. 벌목(페루)

환경 및
지구온난화
관련 조항

1. USTR은 페루와의 FTA에 삼림관리 및 운용에 대한 부속서를 첨부할 것.
이 부속서는:
a) 환경협력협정(ECA: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에 의거
하여 페루 내에서의 역량 배양활동에 대한 조정을 명시할 것
b) 산림법 집행에 관련해서 각국 관세당국 및 법집행기관간의 협력을 명시할 것
c)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의 페루의 산림법, 규율 및 조치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 제시 1) 삼림관리 2) 삼림 채벌권 운영 3) 관련 무역행위
4) CITES 리스트에 있는 수목 종의 벌목, 운반 및 수출 통제
d) 페루에게 CITES 리스트에 있는 수목 종의 임업자/수출업자에 대해
정기적 감사를 시행할 의무를 부과
2. 부속서는 USTR이 국무부, 산림청, 어류와 야생동물관리국, 관세당국,
WM과 재무성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함.
3. 페루의 삼림법이 환경법의 범위 안에 속함을 명시해야 함.
4. 이행법률은 해당 기관들이 MOU, 부속서 및 ECA 관련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특허/지식
재산권 및
의약품
접근
관련조항

A. 데이터 독점권
- 일반적으로 시장진입 승인신청이 비공개 테스트 및 다른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FTA는 데이터의 성질과 개발에 소요된 노력과 경비를 감안하여
신약에 대해서 5년의 데이터 독점권을 부여함. 그러나 만약 당사국이 미
FDA의 마케팅 승인에 의존하고 있고 만약 당사국이 데이터생산자의
시장진입 승인신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승인할 경우, 5년 기간은 그 약이
미국에서 처음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B. 특허 연장
- 현행 FTA는 당사국이 특허 및 시장진입 승인 과정에 있어 신청자의 잘못을
제외한 불합리한 지체에 대한 보상하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 의약품 특허 부문은 “연장하여야 한다”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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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재산권 및
의약품
접근 관련
조항

C. 특허 여부에 신약승인 연계
- FTA에서 약품규제기관과 특허 문제간의 ‘연계’ 조건을 삭제할 것: 특히
약품규제기관이 일반의약품 승인을 그 약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특허위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
- 그러나 당사국은 시장진입승인 신청에 들어간 약품관련 특허 위반이나
유효기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혹은 행정적 조치 및 초기
금지명령 등과 같은 절차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함.
- 특허소지자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주고, 타
의약품의 시장진입승인 이전에 특허위반 상품을 상대로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D. 공중보건에 관한 부속서한
- 현재 미국이 체결하는 FTA들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부속서한을 FTA의
본문에 포함시켜야 함. 당사국들은 1) 도하선언에 대한 각국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2) 공중보건 장(章) 당사국들이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TRIPS의 보건 해결책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며, 3) 도하 선언서에 합치하여 공중보건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데이터 독점권존중의무에 예외를 인정해야 함.
E. 경제개발에 기반한 장(章) 수정
- FTA에 지적재산권 쳅터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 검토 시행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당사국간에 추가 협상의 기회 제공하는 것을 고려. 여러
가지 추가협상 의제 중 상대국의 경제개발 및 성장에 따른 쳅터 수정이
있을 수 있음.

정부조달관
련조항
항만보호
조항

- 계약입찰자들로 하여금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내의
노동관련 기본적 원칙 및 권리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포함하는 작업장조건에 대한 일반적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기술적 열거’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생성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 서비스 스케줄에 특정 양허가 이의제기 소지가 없는 FTA의 ‘핵심 안보’
예외조항에 포함됨을 명확히 해야 함.

투자
조항

- 서문에 미국 내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 보호관련, 국내 투자자들
보다 더 많은 실제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

전략적
근로자지원
및 연수
프로그램

-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 동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교육, 근로자의 현장기술 숙련, 과학교육 및 연구
활성화, 주요 건강 및 연금혜택과 생활비 보조를 위한 정부-민간 합작
사업을 포함시키고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한 단계 발전시켜
무역과 기술발전에 의해 피해를 입는 지역 전체에 규모 있는 지원,
연수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자료: 미국 의회 발표자료 저자 정리(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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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계의 반응
신통상정책안 합의에 대한 공화당, 행정부, 업계 등은 다음과 같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하원 세입의원회 중진인 짐 멕크레리(Jim
McCrery)의원은42) 동 합의는 미국의 무역 어젠다를 발전시키고 민주ㆍ공화
양당의 우려 사항을 모두 고려한 훌륭하고 공평한(good and fair) 절충안이
라고 환영하였다. 동 합의안이 무역상대국의 노동, 환경규제, 지식재산, 항만
안전 및 투자의 기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멕크레리 의원은 이번 합의가 의회
로 하여금 페루ㆍ파나마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콜롬비아 FTA의 경우 반노동 폭력(anti-labor violence)에 대한 구체적인 절
차를 만든 후에 콜롬비아 협정 승인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
였다. 아울러 동 합의안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에도 적용될 것이며, 이는 무역
촉진권한 연장의 기준안(template)이 될 것이다. 이번 새로운 통상정책은 노
동조건을 증진시킬 것이며, 노동의무는 1998년 국제노동기구 선언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법의 증진이 이뤄지고, 미국에 새로운 의무 추가 없이 환
경법의 해외 적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수전 수워브 무역대표부 대표는 신통상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
다.43) “오늘 우리는 양당 합의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기회를 획득하였으며,
이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또한 이번 무역정책기준안(template)은 무역진흥권한
(TPA) 갱신을 위한 양당의 새로운 길을 열고 미국의 농부, 제조업자, 서비
스 공급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조하고, 소비자에게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이에게 무역 혜택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42) Hails(2007).
43) USTR New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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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맥스 보커스(Max Bacus) 상원재무위원장은 국제무역에 새로운 길
을 제시할 행정부와 의회 간의 새로운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 의견
을 제시하였다.44) “이는 획기적인 합의로서, 우리는 최초로 무역협정에 강제
적 및 국제적으로 승인된 노동과 환경기준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상대무
역국의 표준이하의 노동과 환경기준 적용을 막을 것이다. 또한 오늘 이루어
진 합의는 미국 노동자 증진을 위한 무역정책의 본보기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와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를 위한 무역정책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척 그레슬리(Chunk Grassley) 재무위원회 의원은 무역협정의 양당의 합
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성 의견을 발표하였다.45) “찰스 랑겔 세입위
원장, 짐 멕크레리 세입위원회 상원의원,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와 여러
차례의 토의를 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현재 우리는 각 무
역협정에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콜
롬비아와의 FTA를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무역촉진권한 연장의 계기를 마련
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업계 중 옥수수정제협회(CRA: Corn Refiners Association)는 신통
상정책안의 합의문 중 노동과 환경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성의 의견을
밝혔다.46) 협회는 “CRA는 펠로시 하원대표, 랑겔 세입위원장 및 슈워브 무
역대표부 대표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이는 우리업계에게 무역협정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따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McGraw-Hill사의 CEO인 Harold McGraw Hill 3세는 무역협정에
대한 양당합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47)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이룬 양당합의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밝힌다. 이번 합의는 미국경제

44) Hails(2007).
45) Gerber(2007).
46) Corn Refiners Association(2007).
47) ECA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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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동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임에 따라 본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지
지의사를 피력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신통상정책 합의안에 다음과 같은 찬성의견을 밝혔다.48)
“오늘 이룬 합의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와 한국과의 무역협정 승인에 길
을 열어주길 희망하며, 무역협정은 미국과 남미,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
성할 것이다. 이는 경제와 국가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합의
는 미국이 세계시장을 통한 경제정책에 전념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위해 시장개방을 통한 통상확대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지식
재산권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마련하였고, 규제절차에
는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상품에 대해 무차별과 무관세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존 스위니(John Sweeney)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회장은 신통상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49) “페루와 파나
마 무역협정에서 노동자 권리와 환경기준의 증진을 위한 찰스 랑겔 세입위
원장이 이룬 성과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중국과 요르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노동자가 이득을 누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인권을 유린한 콜롬비아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일방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TPA 연장에 강력
히 반대한다.” 그리고 AFLCIO는 “우리는 페루와 파나마의 무역협정에서는
노동 권리와 환경에 실질적인 전진을 이룬 것을 인정하나, 그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보류 중이다. 또한 이번 협정이 미국 일자리의 해외 유출문제에 대응

48) Microsoft Applauds Bipartisan Agreement on Trade(2007).
49) AFL-CIO(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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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외국기업이 미국법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논평
하였다.
또한 철강노동자연합(USW: The United Steelworkers)은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대표간에 이루어진 신통상정책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
다.50) USW는 합의 내용에 자세한 검토 전까지 최종 판단을 보류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노동과 환경기준이 부시 행정부의 도구
로 쓰일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기 제시된 것처럼 미국 의회, 행정부, 업계는 2007년 신통상정책에 대
해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의
견을 발표하고 있고, 노동자 관련단체는 일부 찬성 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07년 5월 발표된 신통상정책이
민주ㆍ공화 및 행정부가 합의한 새로운 통상정책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신통상정책안의 합의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협력의 힘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헌법은 의회에 관세를 포함한 세금의 부과 및 징수권한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통상과 관련된 사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증진권한(TPA)처럼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일시적으로 무역협
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미국 행정부가 외국과의 통상교섭을 하
기 매우 어렵고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려는 상대국 정부도 무역증진권한이
없는 경우 미국과 통상교섭에 대체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 의회는 행정부에 통상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문제에 대

50) USW(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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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회의 압력,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힘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년 6월 30일부로 TPA 권한이 만료됨에 따라 신통상정책은 TPA를 연장하
려는 행정부와 TPA를 주지 않으려는 의회사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는 민주당과의 견제와 협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통상정책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노동ㆍ환경 조항이 강화되었으
며, 투자분야에 있어 미국 내 외국인투자자에게 미국인 투자자보다 더 높은
실질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 항만 보안 강화, 근로자 지원
강화, 복제약에 대한 접근 강화 등이 삽입되었다. 2007 신통상정책은 2008
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지
못한 경우 세계화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보호
무역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신통상정책이 기여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을 포함
한 세계는 향후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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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110차(2007~2008) 의회 주요
의결 사안

1. 최저임금 인상법안
미국의 연방최저임금법(Federal minimum wage law)은 1938년 제정(당
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0.25달러로 설정)되었으며, 1970년대 이전까지는 최
저임금이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물가상승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51)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도 1964년 49.4%에서 2005년에는 32.0%로 크게 저하
되었다(그림 5-1 참고).

51) 한국은행(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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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미국의 연방최저임금 추이 ❚

주: 1) 점선은 예상치, 평균임금은 2007년부터 매년 최근 5년간의 평균 상승세로 오르고 최저임금은 2009
년까지 매년 70센트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미 노동부,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그러나 민주당이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압승하여 12년 만에 상․하
양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이 고조되었다.
민주당은 실질 최저임금 하락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중간선거의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노동계는 물론 대다수 경제학자들과 국민여론도
인상을 지지하였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미 국민의 80% 이상이 연방최저
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실시된 6개 주의 최저임금
인상 투표도 모두 통과되었다. 아울러 노벨상 수상자 5명을 포함한 65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지지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학계도 이를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이 지난 2007년 1월 10일 1997년 이래 10년 만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10년 동안 오르지 못한 탓에 미국 최저임금의 실질가
치는 최저임금이 제정된 역사 이래 최저라고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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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무려 48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그러한 낮
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경제의 위축을 야기한다는 논리를 내
세우는 공화당의 의회장악으로 수 차례 기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조차 최저의 생활수준에 불만을 토로
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양극화 추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07년 5월 24일, 최저임금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이라크전 비법안52)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방 최
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2.10달러 인상되었다. 이러
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1997년 9월 1일 시간당 4.75달러에서 5.15
달러로 오른 이후 약 10년 만에 이루어졌다.

2. 이라크 철군 조건 전비법안
2007년 4월 23일 미 의회는 1,242억 달러에 달하는 부시 대통령의 2007
년 추가경정예산 법안, 일명 ‘이라크 전비 추가예산’을 승인하면서 2007년
10월 1일 이전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시작해, 180일 이내(2008년 3월
31일)까지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라크 전비 추가 예산법
안을 최종 승인하였다.53)

52) 연방 하원이 지난 5월 24일 이라크 철군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라크 전비법안이 연방하원(찬성 280표 대
142표)과 연방상원(찬성 80표 대 14표)에서 각각 통과되었다.
53) 미국 하원은 2007년 3월 23일 2008년 8월 31일까지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군시키는 안이 포함된 전비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3월 28일 2008년 3월 말까지 이라크 철군시한이 담긴 법안을 가결하였으나, 부
시 대통령은 철군 시한이 담긴 동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였다. 2007년 4월 23일
상하 양원이 최종 합의를 본 이라크 전비 추가예산법안은 전비 1,242억 달러를 지원하되, 미군의 이라크 철군
이 2007년 10월 1일 시작해서 18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였다. US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2007. 4. 23).

81

제5장 110차(2007~2008) 의회 주요 의결 사안 │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4월 25일 미국 하원에서 실시한 이라크 전비추가
예산법안(H.R. 1591)의 투표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218명(민주당 216명,
공화당 2명), 208명(민주당 13명, 공화당 195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
여 통과되었다(표 5-1 참고). 또한 다음날인 4월 26일 상원에서도 찬성 51
명, 반대 46명으로 가결되었다.

❚ 표 5-1. 미국 하원의 이라크 전비법안 투표결과 ❚
구

찬 성

반 대

민 주 당

216

13

공 화 당

2

195

218

208

총

분

계

자료: 토마스 입법정보(2007. 4).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5월 1일 민주당이 주도하여 상․하원
에서 통과시킨 이라크전쟁비용법안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미국의 철군시한을 정하는 것은 패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 법안은 미국 군대에게 혼란만을 준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의원
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부시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백지수표를 원하고 있으나, 의회는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
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비법안 거부권
을 행사한 다음날 미국 하원에서 실시한 재의결 결과 동 법안에 찬성과 반
대한 의원은 각각 222명(민주당 220명, 공화당 2명), 203명(민주당 7명, 공
화당 196명)으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2/3이상(하원 290명)을 얻지 못
하여 동 법안은 폐기되었다(표 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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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미국 하원의 재의결 투표결과 ❚
구

찬 성

반 대

민 주 당

220

7

공 화 당

2

196

222

203

총

분

계

자료: 토마스 입법정보(2007. 5).

이에 따라 이라크전비지출법안은 민주당과 행정부 간 대치를 보이다가 공
화당 상원대표 등이 지지하고 나선 타협안이 대두되었다. 즉, 동 타협안
(H.R. 2206)은 민주당의 철군 일정표를 제외하는 대신 이라크 정부가 이행
해야 할 이른바 벤치마크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국의 이라
크 정부 지원을 삭감 또는 중단한다는 조건을 담아 일단 이라크 전비를 지
출한다는 방안이었다. 동 법안 하원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280표 대
142표, 상원 또한 찬성과 반대가 각각 80표 대 14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라크 철군시한이 제외된 전비법안이 통과되었다.
결국, 약 한 달 동안에 걸친 이라크 철군에 대한 민주당과 행정부의 힘겨
루기는 부시 행정부의 승리로 종결되었으나, 의회의 강력한 철군 요구에 직
면한 부시 행정부는 조만간 이라크 사태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
감을 여전히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3. 무역증진권한 연장 여부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부터 DDA의 성공적인 타결과 국제무역협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무역증진권한(TPA)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여
2002년 7월 TPA의 의회통과를 관철하였다. 현재의 무역증진권한(TP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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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차 연장 승인된 것으로 2007년 7월 1일 시효가 이미 마감되
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미행정부가 무역증진권한을 의회로부터 재부여
받을 지에 대한 여부가 국제무역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2002
년 무역증진권한 부여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때에도 TPA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행정부가 공화당
이며 부시 행정부는 더욱이 2008년 임기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TPA 연
장 여부는 성공적인 DDA 타결 및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외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TPA 연장을 임
기가 만료하는 공화당 대통령에게 부여하기 매우 어렵다는 상황적 논리가
있다. 또한 양당 모두 2008년 대선 및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악화라는 현실을 앞두고 적극적인 자유무역정
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상황도 존재한다.
우선 2002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던 당시 TPA 승인에 대한 하원의 투
표결과를 보면, 공화당의 경우 찬성 190표, 반대 27표를 나타내었으며, 민주
당의 경우 찬성 25표, 반대 183표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하원은 215 대
212표로 간신히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5-3 참고).

❚ 표 5-3. 2002년 TPA 재연장에 대한 상․하원의 투표결과 ❚
구

분

하원

상원

하원

찬 성

상원

하원

반 대

상원
기 권

공화당

190

43

27

5

5

1

민주당

25

20

183

29

2

1

무소속

0

1

2

0

0

-

합 계

215

64

212

34

7

2

자료: The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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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06년 11월에 열렸던 중간선거에 민주
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무역정책 특히 무역증진
권한의 기한 연장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야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의석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49석, 233석을 차지하여 의회 다수당이 된 바 있다.

❚ 표 5-4. 제105~110차 미국 상․하원 정당별 의원수 변동 추이 ❚
구

분

상 원

하 원

공화

민주

기타

공화

민주

기타

제105차(1997~1999)

55

45

0

228

206

1

제106차(1999~2001)

55

45

0

223

210

2

제107차(2001~2003)

50

50

0

221

212

2

제108차(2003~2005)

51

48

1

229

204

1

제109차(2005~2007)

55

44

1

232

202

1

제110차(2007~2009)

49

49

2

202

233

0

주: 차수별 의회의 다수당은 음영 처리.
자료: 미국 상원, 하원.

한편 미국 행정부의 무역증진권한 연장과 민주당의 신통상정책안의 빅딜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54)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여론 악
화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향후 경선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8년 만에 백악관 재탈환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은 무역촉진 권한을 신

54) 지난 2007년 4월 17일 샌더 레빈은 신통상정책안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무역증진권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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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통령이 출범한 2009년에나 재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대
선 경선이 진행 중인 2008년은 TPA의 연장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고 이에 따라 DDA 협상ㆍ기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 체결도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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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1. 최근 한ㆍ미 경제 현안 및 전망
가. 한ㆍ미 교역 및 투자 현황
한ㆍ미 간 교역은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교역이 위축된 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 미국경제의 성
장 둔화, 한국기업의 수출다변화 노력 등으로 대미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속하게 증
가하여 2004년부터는 중국이 한국의 제1수출시장이 되었고,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한․미 양국 교역규모는 768억 달러(2006년 기준)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 이어 제3의 수입국이다.
2006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43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3.3%를 기록하였으며, 대미 수입의 경우는 486억 달러로 전체수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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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국가

2005년

수 입
2006년

2005년

200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284,419

100.0

325,465

100.0

261,238

100.0

309,383

100.0

중국

61,915

21.8

69,459
(1)

21.3

38,648

14.8

48,557
(2)

15.7

미국

41,343

14.5

43,184
(2)

13.3

30,586

11.7

33,654
(3)

10.9

일본

24,027

8.4

26,534
(3)

8.2

48,403

18.5

51,926
(1)

16.8

홍콩

15,531

5.5

18,979
(4)

5.8

2,043

0.8

2,101
(27)

0.7

대만

10,863

3.8

12,996
(5)

4.0

8,050

3.1

9,288
(8)

3.0

독일

10,304

3.6

10,056
(6)

3.1

9,774

3.7

11,365
(6)

3.7

싱가포르

7,407

2.6

9,489
(7)

2.9

5,318

2.0

5,887
(13)

1.9

주: ( )은 2006년 기준 순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더구나 미국은 수출시장에 있어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번째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중국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기술협력, 투자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역구조면에서도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산업내무역에 따른 양국간 교역 및 산업협력
(자본, 마케팅, 기술제휴)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미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미 무역수지 적자 해소문제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급등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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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우리나라의 기업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대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1998년부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도 대미수출과 수입은 각각 432억 달러(전년대비 4.5%증가),
337억 달러(전년대비 10.0%증가)를 기록하여 9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었다.

❚ 그림 6-1.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

주: 2007은 1~9월까지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2007. 10).

또한 2007년 9월 현재 한국의 대미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336억
달러(4.8%), 275억 달러(8.6%)를 기록하여 6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
록하였다.
한편 미국의 대한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 대한 수출은 325
억 달러(7위)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를 차지하였으며, 대한
수입 또한 458억 달러(7위)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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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2. 미국의 대한 수출입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국가

수 입

2005

2006

2005

200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904,380

100.0

1,037,143

100.0

1,670,940

100.0

1,855,119

100.0

캐나다

211,420

23.4

22.2

287,870

17.2

멕시코

120,049

13.3

12.9

170,198

10.2

일본

55,410

6.1

5.8

138,091

8.3

중국

41,837

4.6

5.3

243,462

14.6

영국

38,629

4.3

4.4

51,063

3.1

독일

34,149

3.8

4.0

84,813

5.1

한국

27,670

3.1

3.1

43,779

2.6

230,257
(1)
134,167
(2)
59,649
(3)
55,224
(4)
45,393
(5)
41,319
(6)
32,455
(7)

303,416
(1)
198,259
(3)
148,091
(4)
287,773
(2)
53,437
(6)
89,073
(5)
45,830
(7)

16.4
10.7
8.0
15.5
2.9
4.8
2.5

주: ( )은 2006년 기준 순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ㆍ미 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은 상품 무역
외에 금융과 투자부문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는 미국
과 선진국들과의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경
제의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고, 서비스와 투자분야 개방이 진전될수록 금융과
투자부분의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
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한 투
자금액은 200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투자금액과 비중 모두 감소되
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1990년 3.5억 달러에서 2006년 17.6억 달러로
연평균 10.7% 증가하였으나 전체 해외 직접투자에서 대미 직접투자는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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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5.9%에서 2006년 16.3%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동기
간 중 미국의 대한 투자는 3.2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연평균 11.1% 증
가하였으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 또한 39.6%에
서 15.1%로 하락하였다.

❚ 표 6-3. 한․미 간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총 계

963.1

3,100.8

5,099.9

3,708.9

5,946.8

6,560.5 10,773.3

대미투자

345.9
(35.9)

538.3
(17.4)

1,386.7
(27.2)

568.8
(15.3)

1,339.5
(22.5)

1,244.0
(19.0)

총 계

802.6

1,947.9 15,256.0 9,092.5 12,792.0 11,563.5 11,233.1

미국FDI

317.8
(39.6)

642.8
(33.0)

해외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2,921.3
(19.1)

4,490.7
(49.4)

4,717.8
(36.8)

2,689.8
(23.3)

2006년

1,759.5
(16.3)

1,701.0
(15.1)

주: ( ) 안은 비중이며, 해외투자는 투자금액 기준, FDI는 신고금액 기준임.
자료: 산자부; 수출입은행.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중 투자가 급증함에 따
라 대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미국의 대한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2년에는 우
리나라의 총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9.4%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2006년에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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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4. 한국의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
(단위: 신고기준, 백만 달러, %)
2005년

구 분

2006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미 국

173
(5.5)

335
(22.1)

843
(27.6)

1,340
(34.6)

2,690
(23.3)

194
(8.8)

256
(9.5)

284
(10.9)

967
(26.0)

1,701
(15.1)

일 본

169
(5.4)

194
(12.8)

576
(18.9)

940
(24.3)

1,879
(16.2)

337
(15.2)

255
(9.4)

1,190
(45.7)

327
(8.8)

2,108
(18.8)

E U

2,462
(78.7)

583
(38.6)

729
(23.9)

1,006
(26.0)

4,781
(41.3)

1,113
(50.4)

1,952
(72.1)

822
(31.6)

1,090
(29.4)

4,977
(44.3)

기 타

324
(10.4)

401
(26.5)

906
(29.7)

584
(15.1)

2,214
(19.1)

565
(25.6)

244
(9.0)

308
(11.8)

1,330
(35.8)

2,447
(21.8)

전 체

3,128

1,512

3,054

3,870 11,563 2,209

2,707

2,603

3,714 11,233

주: ( )내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산자부(2007.6).

나. 한ㆍ미 FTA 협상 결과 및 최대 현안
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 협정에 양국대표가 공식서명함에 따
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으로는 한ㆍ미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기하였던 통상현안의 상당
부분은 한ㆍ미 FTA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즉, 농산물 고관세 철폐
나 지식재산권 보호, 자동차부문에서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한 시장 접근 향
상 등이 한ㆍ미 FTA협정에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ㆍ
투자 분야에서도 방송ㆍ통신 등의 영역에서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을 완화하였다. 더구나 의약품분야에서도 약가산정 및 보험급여
책정을 위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도입하였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한․미 FTA의 주요 분야별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품(공산품ㆍ임수산물) 양허에서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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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상품의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약 94%
품목을 조기(3년 내)철폐, 미국은 94.6%를 조기철폐하기로 합의하여 상품분
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달성하였다.
세부분야별 협상결과를 보면, 농산물분야에서 주요쟁점은 농산물 관세율할
당(Tariff Rate Quota)의 운영 및 이행,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산물 관세감
축 및 철폐였는데, 이 중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국내 영향이 없
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
였다. 또한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
하여 양허를 하였으며,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
섬유분야의 경우 주요 쟁점은 관세 철폐, 원사기준의 적용문제, 섬유세이
프가드 도입, 우회수출 방지규정 등이었다. 협상결과 한국과 미국은 양허수
준에서 즉시철폐 비율을 각각 수입액기준 72%, 61.2%로 최종 합의하였다.
또한 자동차 분야의 경우 양국의 관세 철폐, 원산지 규정, 한국 자동차 세제
개편, 자동차 환경기준의 일부 개선 등이 쟁점이 되었다. 협상결과, 한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는 즉시철폐를
미국으로부터 관철시켰고, 자동차 부품 관세도 즉시철폐를 달성하였으며, 향
후 대미 수출 잠재력이 큰 픽업트럭은 10년 내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
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측의 우려를 반영해 신속분쟁해결절차를 자
동차분야에 도입하였으며, 관세 스냅백(snap-back)제도에55) 합의하였다.

55) 자동차 관련 분쟁 패널이 한ㆍ미 양국의 특정조치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하고 심각하게 자동
차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하는 경우 승용차에 한정하여 특혜관세 이전 관세로 복귀하도록 하
는 조치이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8%관세, 미국은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양
국 모두에게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며, 미국이 협정문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이 미국을 신속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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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의 경우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을 포
괄적으로 유보하였으며, 방송 및 통신 분야는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간접투자
를 허용하였다. 투자보호 및 자유화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
해결절차(ISD)를 도입하였다. 또한 보건, 안전, 환경을 간접수용의 적용 대
상에서 제외하여 간접수용 판단 법리를 명확히 하였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추가
하였다. 그리고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부속서에 명기하
였다.
한ㆍ미 FTA 미국 의회 비준동의와 관련하여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슈
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모든 부위, 모든
연령: all ages and all cuts)이고 한국 자동차시장 접근개선에 관한 미국 업
계 및 의회의 불만이다. 또한 비자 면제 협정을 포함하여 미국 비자발급 절
차 원활화, 전문직 비자 쿼터 등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
장 큰 현안은 한국의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이라고 하겠다.
우선 한ㆍ미 FTA 협상 당시 미국측이 제기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문제였다. 한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발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3대 수출시장으로,
2003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규모는 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중
단된 상태였으나, 2005년 2월부터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특정유
해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s)을 제거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
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ㆍ미 간 합의된 바 있다(2006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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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6-1. 보커스 재무위원장 USITC에 조사 요청 ❚
(1)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2007년 8월 7일 ITC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지난
5월 국제수역기구(OIE) 조사에서 안전하다고 판명났음에도 주요 교역국들은 과학적 근거
없는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ITC는 앞으로 10개월 내 미국산 쇠고기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국의 식품안전, 위생 등에 조치의 ‘지속적인 불공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2) 보커스 위원장이 ITC에 요청한 조사대상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ITC에 대한
조사요청은 한국, 일본 등이 불공정한 쇠고기 수입제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ITC에 조사를 요청한 항목들은 미국과 세계의 쇠고기 시장 개관, 미국과 주요
쇠고기 수출국들이 당면한 동물건강, 위생, 식품 안전조치, 미국 주요쇠고기 수출대상
국가의 고관세, 쿼터, 수입면허, 유통시스템,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의 동물건강, 위생,
식품안전 조치가 미국 쇠고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산 뼈 없는 쇠고기가 지난 2007년 4월 27일에 수
입 통관되었으나, 맥스 보커스(Max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상
당수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이 재개되어야 한ㆍ미 FTA
지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등뼈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면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전면 중단한56) 가운데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
장(민주당, 몬태나)은 한국 등의 수입검역제한 조치 전반을 문제 삼고 나섰
다.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한국, 일본 등과 미국의 쇠고기 교역에서 발
생한 식품안전, 위생, 동물 건강관련 조치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전면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2007년 8월 7일).
또다른 이슈인 자동차분야의 경우 한ㆍ미 FTA 협상 당시 미국측의 우려
를 반영하여, 미국차의 한국 시장접근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를 제외한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를 일부 개
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업계와 자동차산업 지역구 의원들

56) 또한 2007년 9월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10월 5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및 현지 수출 선적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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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판매실적과 연계하여 미국 시장에 개방수위를 정
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민주당이 2008년 대선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의회의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또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대응방향 및 시사점
1980년대부터 미국의 통상정책은 노동 및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
시켜 왔다. 1980년대 미국이 경제침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동시에 겪고 있을
당시, 미국의 노조와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보다 낮
은 임금과 노동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어 미국의 일
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서도 당시 대선후보였던 로스
페로(Ross Perot)57) 등이 투자와 일자리가 멕시코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
하여 NAFTA에 반대한 바 있다. 즉, NAFTA가 출범할 경우 고용안정성 침
해, 실질 임금의 정체 및 하향조정, 미국기업들이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공장을 폐쇄하고 멕시코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
가 미국 내에 팽배하였다.
아울러 NAFTA 체결 당시 1993년에 진행되었던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과
반수 이상이 동 협정이 환경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1993년 9월과 11월 CNN/USA Today지 설문에 따르면 과반수(각각 61%와

57) 1992년 대선 당시 19%의 득표를 차지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었던 그는 멕시코의 저임금이 미국의 일자리를 대
량 흡수할 것(giant sucking sound)이라는 등 원색적이고 두드러진 표현을 써가며 NAFTA 체결을 열렬히 반대
하였다. 그러한 비유와 예시를 가미한 그의 화법은 실제로 민주당 노동가 기반 및 중산층에 상당히 호소력을
지닌 것이었다. 대체로 NAFTA를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작은 규모의 분리파 그룹이 있
었다. 그 그룹의 리더였던 팻 뷰캐넌(Pat Buchanan)은 NAFTA에 대해 ‘3국의 국제(transnational) 엘리트들이
모여 결성한 내부자 음모,’ ‘미국식 마스트리히트 조약,’ 그리고 ‘경제뮌헨조약’ 등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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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가 “미국 기업이 국내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피해 멕시코로 사업을 옮
김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였으며, 또한 동년
11월 ABC News와 Washington Post지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NAFTA 체결로 인해 “멕시코의 공장 수가 늘어남에 따라 멕시코의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조항에 49%가 동의(반대 41%)하였다.58)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국은 1990년대부터 통상정책에서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06년 11월에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
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노동과 환경을 강
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산물이 2007년 5월 10일에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신통상정책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된 신통상정
책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 이미 체결한 FTA
에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추가협의를 함으로써 국내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신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은 결국 각 개별국가와의 FTA 협정문
에 반영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6년 11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최근까지
2008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11월 말 현재 여론조사를 토대로 판단하면, 이변이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 또는 배럭 오바마 등의 민주당 대선후보가 2008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민주당이 2009년부터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한국과 관련이 있는 미국의 주요 경제
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기조가59)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2006년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2007년부터 변화를
보이는 정책은 재정정책과 무역정책으로 보인다. 현재 재정정책에 있어서 부

58) Koehler(2001).
59) 이준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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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부의 감세정책 확대 및 영구화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으며, 민주
당이 미국 내 중소기업과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해 온
점을 감안하면 외국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미국 기업매각이나 시장개방에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려는 수단으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미 의회에서 2005년과 같은 Schumer-Graham
법안 대두도 다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기타 대미무역 흑자
국들에게도 강한 무역압력을 행사하라고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위안화 평가절상 예상 및 기대심리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들의 가
격경쟁력 약화, 미국의 무역구제 관련 규제정책 강화 등은 중국에 진출해 있
는 한국 수출기업과 한국의 대미 수출증가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의 경제협력 증대 및 통상마찰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인해 미국 의회가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포함하여 이미 보호무역주의로 상당히 기울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회의 보호무역 분위기를 반영해 2007년 6월 30일에 만료된 무역증진권한
(TPA)의 연장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한ㆍ미 FTA의 미국 의회 비
준은 물론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추진할 FTA 및 성공적 DDA 타결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가 TPA를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여타 국가들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 소극적
일60)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회 분위기로 말미암아 11월 말 현재 페루, 파
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야 TPA 부여 여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활발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은 미국의 신

60) Conconi(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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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이후 국제무역에서 기회와 도전 모두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약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IT 기술 전문기업, 환경관련 기업, 신에너지
기술 관련 기업의 미국 진출은 더욱 유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철
강ㆍ섬유ㆍ신발 등 미국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산업의 경
우 우리 기업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미국 민주당의 승리는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환경이슈를 다시 정책의 중심으로 부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가
서명을 거부했던 교토의정서의 재참여 논의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배출권거
래를 통한 배기가스 감축 노력 및 이 부분의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며, 유럽
의 환경 보호 노력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경우 배출가스
거래 시장의 성장성이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배출가스에 조세를 부과하는 정책보다는 배출가스를 신
기술개발이나 배출가스기준을 높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감축
할 것으로 전망되어, 하이브리드 기술, 신바이오에너지 기술 등을 응용한 에
너지 기술이 미국 시장에서 정책의 지원과 시장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미국의 향후 예상되는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관련 기술, 신바이오에너지 기술, 배출가스 시장 활성화 등
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 전망에 맞춰 한국은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
가 있다. 특히 2007년 한ㆍ미 FTA를 체결하고 한국 국회 및 미국 의회 승
인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분야가
미국의 통상정책분야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전문가인 Destler(2005) 교수는61)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64%의 미국인들이 자유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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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하에서는 대
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이 있는 무역협정투표(in any contested trade
vote)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당
이 의회 장악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적 현안의 관점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할 필
요가 있다.
민주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한국이 우선 시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한ㆍ미 FTA의 비준 동의를 한국과 미국 의회
에서 2008년 내로 처리하는 것이다. 미국의 2008년 대선 및 기타 정치일정
을 고려하고, 의회 제출 이후 90일내로 상하 양원에서 비준동의 투표가 완
료되어야 하는 TPA의 일정을 감안하는 경우 미국 행정부가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아무리 늦어도 2008년 5월
초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심의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한국
은 가능한 한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2008년
4월 내로 제출토록 종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6-5. 미국의 주요 정치 일정 ❚
2008년 시기
3월 14일~31일

미국 의회 주요 휴회 일정

춘계 의회 휴회

5월 23~6월 3일

Memorial Day(현충일) 의회 휴회

6월 27~7월 7일

Independence Day(독립기념일) 휴회

8월 8~9월 8일

8월 하계 휴회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 전당 대회

8월 말~9월 말

이후 미국 정치권은 본격적 대선 모드 진입: 11월 대선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논의 활

61) Destler(2005), pp. 3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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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위한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2007년 여러 차례에 걸쳐 쇠고기시장 개방 없이는
의회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 2008년 4월 총선이 예
정되어 있고, 2007년 12월 이후는 대선과 정권 교체기에 직면해 있어 쇠고
기시장 개방문제에 있어 어려운 정책선택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향후 민주
당의 정책변화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한ㆍ미 FTA
를 조속히 한국 국회 및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한ㆍ미 FTA 협
정을 한국 국회가 2008년 2월 내로 우선 통과시키면 국제 사회에 한국의
확고한 개방정책을 알리는 국가 브랜드 향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2008년 내에 공화당 행정부하에서 이행법
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민주당 집권으로 변하더라도 그 영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준비되는 효과가 있다. 일단 양국간 통
상 시스템이 한ㆍ미 FTA로 체계화되면 민주당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한
ㆍ미 FTA라는 통상 시스템을 바탕으로 비용은 최소하면서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미국 통
상전략을 선진국간 협력에 맞는 질적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증대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시장 확대의 대상으로만 보던 관점에서 시장과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한ㆍ미 양국 모두의 고용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확대하며, 에너지ㆍ기술ㆍ인력ㆍ문화 등 가능한 많은
영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ㆍ미 양국의 국민들이 소
득과 고용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공유되고 체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한국은 지속적인 개방과 경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경제체제를 글
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여 높은 투명성 확보, 투자 환경 개선, 다자체
제의 적극 참여를 통한 자유화 지속 추진을 통해 통상마찰의 소지를 원천적
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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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conomic Policies of the US Democratic
Party and Implications for Korea
Junkyu Lee and Heechae Ko

United States (US) trade policy, by law, is under the control of
Congress. Therefore, depending on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Congressional
elections, US economic and trade policies would be greatly influenced by its
majority party. On November 7, 2006, the Democratic party won a majority
of the state governorships and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nate,
which ended 12 years of Republican rule in the Congress. Following the
election outcome, it wa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change or shift of
economic and trade policy under the current controversial debate about trade
and economic growth and jobs lost in the United States. In 2008, the US is
facing presidential and Congressional elections, which mean economic issues
such as growth, jobs, trade deficits, FTAs, and health care would be under
heavy scrutiny during political discussion. Some candidates pandering to
political sentiments against international trade openness maintained tough
positions on the issue in the US. Notably,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s,
such as Obama and Clinton, were opposed to the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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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currently sluggish economic growth in the US due to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which has been unfolding since 2007, would likely
escalate the negative sentiment of some US workers who are opposed to
trade liberalization on the bilateral or multilateral front as the election
campaigns move forward in 2008. Given the negative sentiment and
environment about the trade liberalization polic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t is hard to argue that Korea and the world can avoid US trade policy
change after the 2008 US presidential and Congressional elections because
there is a convincing argument and expectation Democratic candidates being
elected in the 2008 el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Obama's
and Clinton's major economic policies, such as globalization, FTAs, growth,
health care, and others, for the sake of Korean policy development purposes.
This study provides a comparison of Democratic and Republican economic
policies, for example, in the areas of international trade, tax, environment and
energy, and health care. In May 2007, the US announced its “New Trade
Policy for America,” which introduced new components and policy changes to
US trade policy. The New Trade Policy is suggested to reflect the ideology
and concerns of Democratic party and its leadership, which would likely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US trade policy for Korea and the world
after the 2008 election. Finall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nd how it will deal with a possible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hange via the US. Given the possibility of trade policy change, the study
proposes that both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US Congress get the
Korea-US FTA approved as early as possible in 2008. It also argues that the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US shall enter a stage of
advanced cooperation of high quality. It is the right time for Korea and the
US to build new partnerships on high-quality, advanced coopera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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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of strengthening bilateral investments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nergy, high technology, human resources, and culture. It also recommends
that Korea and the US upgrade and strengthen thei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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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연간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등 제공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