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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철강관세 – 미국 우선주의가 맞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수입 강철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를 명령했다. 새로 부과되는 관세는 철강에 대해 25 퍼센트, 알루미늄에 대해 10 퍼센트

의 수입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제 대상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 뿐이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철 및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철 없이는 국가도 없

습니다.” 

 

철강 산업 분야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수입 철강에 세금을 매

기는 방식은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그 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트럼프 관세의 출발점이 된 2017년 미국 상무부 보고서는, 저가 수입 철강이 미국 제조

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에 처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관세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제조업자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

다… 상무부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다. 

 

실패의 기억 

 

간단히 말해서, 미국 강철과 알루미늄은 더 비싸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소비하는 관련 산업은 비용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유사한 정책은 이전에도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참담했다. 부시와 오바마 두 전직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매긴 적이 있다. 이에 

따른 미국 철강 산업의 일자리 증가는 미미했던 반면 소비자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당연히 철강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도 급등했다. 

 

부시 행정부 하에서만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은 2만 6천에서 20만개로 

추정된다. 더욱이 ‘1970년대 미국 철강 보호주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보존된 일자리 하나당 감수해야만 했던 금액은 약 29만 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가 중국 제품의 공세

를 중단시키기 위해 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철강 공급 

순위에서 10위에 불과하다. 사실 한국은 중국보다 3배나 많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한다. 

관세정책은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관세로 말미암아 미국에 철강을 수입하려는 국

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과 각종 환경 규제들로 인해 미국의 철강 제조업체

는 더 이상 국제 철강 생산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다. 

 

관세 없는 세상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잠시 생각해 보자. 관세는 기본적으로 

철강 생산 업체에 족쇄를 채운다.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면, 다양한 철강 공급 업체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을 시작할 것이다.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의 비용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산업 분야

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예컨대,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하면 캔을 만드는 비용이 줄어든 맥

주 회사들은 사업 확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맥주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

다. 이로 인해 샘 아담스(Sam Adams)나 지역 맥주업체들은 늘어나는 공급을 맞추기 위

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맥주 판매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를 공급

할 수 있으며 약 9,100만에 달하는 미국의 맥주 소비자들은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많은 일자리와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 시장을 통한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번 철강 관세는 정확히 이 반대편에 서 있다. 트럼



프 대통령은 경제 참모들의 발언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만 했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trumps-new-tariff-is-putting-america-last/를 번역한 내

용입니다. 

 

번역 : 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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