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ita.net
2019.05.20. No.7

미국,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대통령 포고문 발표
설송이 차장(02-6000-5601, snowsong@kita.net)

미 트럼프 대통령은 5.17일 발표한 포고문(proclamation)에서 수입 자동차‧부품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국가안보 위협 해소를 위하여 EU, 일본 등과
180일 동안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

Ⅰ

상무부 자동차 232조 조사 결과

□ 자동차‧특정 자동차 부품*의 수입은 국내 생산자들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 합의하도록 권고
* 특정 자동차 부품 : 엔진 및 엔진 부품, 트랜스미션 및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부품

o 보고서는 자동차 연구개발(R&D)과 생산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와 새로운 국방요건
충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
- 자동차 분야의 중요한 혁신은 엔진과 파워트레인 기술, 전기화, 경량화, 첨단 연결
(advanced connectivity) 및 자율 주행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음
- 미국의 방위산업은 군사적 우위 유지에 필수적인 기술 개발을 미국 자동차 기업
(American-owned automotive sector)에 의존하고 있음
o 상무부 장관은 수입의 국내생산 대체,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과 국가안보의
관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결과, 현재의 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내 경제를 약화시키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
- 미국 자동차의 미국 내 점유율이 1985년 67%(1천50만 대)→2017년 22%(370만 대)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수입 물량은 460만 대→830만 대로 2배 가까이 증가
- EU, 일본 등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으로 미국 자동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95년
36%→2017년 12%로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 회사의 신기술(new technology)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을 어렵게 함
- 자동차‧부품의 수입을 감소시켜 국내 경쟁조건을 개선하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국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늘릴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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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통령 결정

□ 트럼프 대통령은 EU, 일본, 그 외 국가들과 180일간 국가안보 위협 해소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
o 한미 FTA 개정협정, USMCA 협정 등이 이행되면 국가안보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명시
13. I have also considered the renegotiated United States-Korea Agreement and the recently
signed USMCA, which, when implemented, could help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national security found by the Secretary.

o 트럼프 대통령은 USTR 대표에게 국가안보 위협 해소를 위하여 EU, 일본, USTR 대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국가(any other country the Trade Representative deems
appropriate)와 협상을 추진하고, 180일 이내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
15. I have decided to direct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rade Representative) to
pursue negotiation of agreements contemplated in 19 U.S.C. 1862(c)(3)(A)(i) to address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with respect to imported automobiles and certain
automobile parts from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any other country the Trade
Representative deems appropriate, and to update me on the progress of such negotiations within
180 days. Under current circumstances, this action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remove the
threatened impair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o 상무부 장관에게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automobiles and certain automobile
parts)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시(monitor)하고,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고하도록 함
15. (3) The Secretary shall continue to monitor imports of automobiles and certain automobile
parts and shall, from time to time, in consultation with any senior executive branch officials the
Secretary deems appropriate, review the status of such imports with respect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Secretary shall inform the President of any circumstances that in the Secretary’s
opinion might indicate the need for further action by the President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Ⅲ

시사점

□ 이번 결정은 미-일, 미-EU 무역협상을 앞두고 상대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일본, EU에 대해 자동차 분야의 무역수지 개선, 대미투자 확대,
미국 자동차의 시장접근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개정을 통한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 개선 노력이 고려되어 한국이
협상대상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o 단, 상무부가 자동차‧부품 수입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분간 대미 수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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