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을 열며/2월 16일] 민족주의의 도미노가 몰려온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연두교서가 한국 시간으로 1월 25일에 있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
는 항상 한국 언론과 정계, 재계의 큰 관심을 모은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올해는 그 중요도에 비해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연두교서의 내용은 가볍게 지나칠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길에 펼쳐질 
험난한 국제환경이 읽혀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 도미노의 가능성이다. 
 
이번 미 대통령 연두교서의 내용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한 사고에서 자국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한 
미국이다. 이는 특히 경제와 에너지 정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매우 우호적인 세제혜택을 주지만, 미국의 고용을 외국으로 아웃소싱하는 기업에 대
하여는 적대적인 의견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자에 대해
서도 세제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미국제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의지를 드러냈고, 또한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수입 상품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규정과 감시를 도
입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고숙련 미국 노동자를 포함한 미국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개발하는데 역점을 기울이
며, 미국 안에서의 혁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발견된다. 거기다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가
겠다는 의지도 역시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은 얼핏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같이 상식적으로 읽히지만, 사실 글
로벌 시각을 앞세우던 미국이 대단히 민족주의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내용이다. 미국 기업 우선주
의이고, 미국 기술과 제조업 우선주의이며, 해외시장에서 미국 상품 우선주의이다. 그리고 에너지 면에서도 외부에 대
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은 타국과의 상호의존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미국의 민족주의적인 경제정책은 앞으로 경제면에서 상대국의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겠지만 이를 더 악화시
키는 것이 미국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문제이다. 미국은 이미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향후 10년 간 적게는 4,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삭감된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동맹국의 부담으로 넘어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동맹국이 돈을 내며 살려
주는 모양새가 된다. 이는 동맹국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한다.  
 
이 같은 미국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은 앞으로 한국의 민족주의와 충돌할 것이다. 특히 향후 한국의 정국이 한미 FTA 
재협상 및 폐기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충돌이 한미관계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
다. 세계 경제가 하강하면서 한국의 주변국들은 모두 민족주의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
이 모두 글로벌 리더십을 피하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일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할 것이며, 
중국의 경기하강 역시 민족주의의 암운을 드리운다. 거기다 세계의 리더인 미국이 민족주의적인 자국중심주의로 회귀
하면 다른 국가들의 연쇄적인 민족주의적 대응이 불 보듯 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작정 미국만을 믿고 의지
하는 외교 전략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민족주의에 뒤통수를 맞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족주의에 반감을 갖는 
다른 국가들에게서도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다가오는 민족주의의 태풍을 한국이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이
제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위기 시 의지할 수 있는 국가 안전망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 답은 바로 강
화된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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