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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 주요 국가의 GDP(2019, IMF)
*원의 크기는 GDP에 비례

#2. 국가별 명목 GDP 순위(2019, IMF)(Billions of US$)
순위

국가

인구수

1

미국

3억 2천만

21.34 thousand

2

중국

14억 2천만

14.22 thousand

3

일본

1억 2천만

5.18 thousand

4

독일

8,200만

3.96 thousand

5

인도

13억 3천만

2.97 thousand

6

영국

6,604만

2.83 thousand

7

프랑스

6,699만

2.76 thousand

8

이탈리아

6,059만

2.03 thousand

9

브라질

2억 9십만

1.96 thousand

10

캐나다

3,706만

1.74 thousand

11

대한민국

5,147만

1.66 thousand

12

러시아

1억 4천만

1.61 thousand

※ 북한 인구수: 2,572만명

GDP

#3. 동북아 주요 국가의 GDP(상기 자료 중 일부)

1. 경제사를 통해 본 미(美)합중국
「The Four Awakening(4번의 각성)」, Fogel(시카고 경제학과 교수, 노벨 경제학상(‘93))

01
02
03
04

1. 남북전쟁(1861.4.~1865.4., 만 5년)

지역간 갈등 해소

- 대통령은 링컨, 군 사령관 5회 교체(5번째 사령관 Grant장군 - 대통령(2회)
- 남측 Jefferson David 대통령이 총 사령관
- Robert Lee(Virginia) 장군이 Grant 장군에 항복(1865.4.9)

2. 노예 해방(1863.1.1.)

경제적 갈등 해소

-

*1862.9.22. 선언 이후

인도주의적 위치 부여(외국과 국수주의자의 지지)
1863. 7. Pa. Gaithersburg 대전투 승리
국립묘지 선언
Lincoln Gaitersburg Address (1863.11.19.)

3. 독점금지법(Anti-Trust)(1934)

빈부의 갈등 해소

-

증권 거래소, 반독점,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제기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1965)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단체교섭권 부여
복지국가 건설: Medicare, Medicaid, Civil Rights Acts(1964)

4. Internet 시대(1980년∼)

지식의 평준화

- 투명성 증대, 생산성 향상, 정보의 공유화: 지식 정보화 시대
- 선거에 의한 국민의 욕망의 표로서 정당 제도의 각성을 요구

“미국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해 탄생한 국가이다.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국가적 위기의 국면마다 경제∙사회 갈등을 해결
하는 방향으로 노력했고, 위기를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현재의 세계 최강국 지위를 차지했다.”

2. 2019년 세계 정치·경제를 읽는 키워드
하드웨어: 에너지(석유/가스)
 국가 패권 경쟁의 핵심은 ‘군사력’
- 미 육군,해군,공군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oil
-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출처: IEA)
※ “미국 석유 매장량, 사우디·러시아보다 많다", 연합뉴스, 2016.7.5.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군산복합)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두뇌
- 정보력, 통신(위성) 능력, 네트워크 연결성 등 정보산업 경쟁력이 곧 군사적 우위
ex) 전 세계 석유 수송 경로는 미 해군성 통제/미 해군의 호위함, GPS, 애플社 등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압도적인 우위

3.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미국 강점
text

4. 미국의 세계경영전략
(특징) ①세계를 block(유럽, 중동, 태평양, 해양 그리고 대륙)으로 구분
②동맹국을 통한 지역 관계 설정

text

 유럽지역: 영국 및 나토(NATO)를 중심으로 한 축
 중동지역: 이스라엘 ☞ 이란,이라크,사우디,이집트,레바논,시리아
 태평양지역(동북아): USINDOPACOM(한국,일본,호주,베트남,필리핀,대만)
*대만관계법(’79.1.1.): ’2개의 중국’, 무기·군사 제공,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시 미군 자동 개입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해양세력(미국 중심) vs 대륙세력(러시아,중국)
: 언제나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제압
: 석유, 자원, 통상(수송)을 통제-강력한 해군력, 공군력(위성 등) 측면에서 압도

 UN: 모든 국제 분쟁의 조정자(미국 UN대사의 역할)
*각국 대사의 서열: 해당국에 주둔한 미국 군대 규모에 비례

[참고] 지도로 보는 전 세계 미군 통합사령부 전투관할지역
text

* 2018.5.31일 부로 USPACOM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USINDOPACOM)로 공식 변경

5. 미국의 에너지 정책
셰일가스 등 에너지 혁명에 기초한 에너지 패권을 쥔 이후,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변화
text

에너지 자립 → 전 세계에 대한 독립성 확보
 2차 세계대전(1945년) 이후: 미국은 세계의 정치·경제의 선도적 역할
-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수호. 보다 큰 이유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확보 때문

-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등도 사실상 석유 확보를 위한 전쟁

 2000년대 에너지 혁명: “세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급 상태 도달
- 석유 확보를 위해 중동 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중동 지역의 투자가치 상실)
“더 이상 세계 경찰은 없다.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트럼프

 미국이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과 세계의 운명을 이어주는 고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음
- 미국 주도의 안전보장 체제와 자유무역 질서 손상, 그간 통제되어 있던 지정학적 갈등 분출 가능

6. 한국의 산업 성장사(1970년~)
 ‘60년대: 수공업, 근로자 파견, 식료품, 담배, 섬유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 대체 산업

 ‘70년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기계, 선박, 철강 등)
 ‘80년대: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류 등

text

 ‘90년대: 반도체, 자동차, 선박, 화학제품(수출 1천억 달러 돌파)
 ‘00년대: 고기술품목(디스플레이, LED, 휴대폰 등)

 한국의 중화학공업 성공 요인: ‘민간기업’에 맡겼기 때문
- flexibility에서 관(官) 주도와 비교 불가능(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포스코, 원자력 발전소 등)
- 북한, 소련 등 국가(국영기업)가 주도한 경우 모두 실패(고용창출과 수익성은 모두 민(民)의 역할)

 한국인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세, 개척정신과 모험정신

 한미 동맹에 의한 안보 cost와 미국의 대(代)아시아 정책의 수혜
- 한미 동맹에 의한 안보 cost 절감분이 산업성장의 자양분으로 전환될 수 있었음
-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정책 변동에 수혜

7. 한국의 미래전략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 필요
<역사>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뒷받침: 한∙미 군사 동맹
- 한미 동맹은 한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not 미국의 필요)
- 청일전쟁, 러일전쟁(아관파천) 등 역사적으로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함
<문화>

 한국의 문화: 극단적인 폐쇄주의, 가족주의
<현재 국제정세를 읽는 핵심 키워드: 에너지 혁명>

 원자력발전, 셰일혁명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혁명을 기점으로 국제정세 판도 변화

8-1. 한국의 미래전략(1)
세계 패권국가가 된 미국의 경제 성장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
 한국: 극단적인 연고주의, 폐쇄주의, 가족주의, 과거 지향적
※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장·단점

장점

단점

1. 근면성실함(21.5%)

1. 여유가 없다(15.6%)

2. 친절함(16.7%)

2. 자존심이 강하다(14.3%)

3. 애국심(13.3%)

3. 폐쇄적이다(12.3%)

* [출처] 15세 이상 국내외 거주 외국인 1,160명 대상 설문, 국제무역원

 미국: 개방주의, 개인의 자유, 평등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시스템

8-2. 한국의 미래전략(2)
앞으로 미국 고립주의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경제역할) 접근법이 필요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정세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함
- 변화된 국제질서에 빠르게 적응할 필요
-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지 판단
- wishful thinking →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전환

 해양세력과의 긴밀한 관계 설정을 통한 실리 추구
- 한강의 기적과 라인강의 기적은 모두 미국의 뒷받침 속에서 가능
- 미국은 현재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과 구매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
- 국제통상(원자재 및 완성품의 최종 종착지), 수송 cost(보험료) 등 고려할 필요
: 한국의 부품, 일본의 기술→중국 수출→(중국)완성된 공산품→미국 수출(최종 구매자)

8-3. 한국의 미래전략(3)
에너지 확보
Q. 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 패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전 세계에서 패권을 쥐는 핵심 요소: 에너지 확보 여부
- 에너지=군사력
- 에너지 가격=공산품 가격 상승 ☞ 에너지 확보가 곧 상품의 원가경쟁력 절감

 셰일혁명은 자연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 혁신을 가능케 한 사회
시스템의 승리
- 셰일오일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럽과 중국에서 채취 가능
- but, 미국은 되고 유럽은 실패한 이유가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유
- 핵심: 미국의 creativeness, 민간의 incentive, 기술(컴퓨터, 채굴기술)

8-4. 한국의 미래전략(4)
기술축적(장기적), 국가간 관계설정(단기적)
 동북아 경제 우선순위 핵심: ‘기술’ & ‘에너지확보’
- 기술 확보는 장기적 관점의 국가 전략
- 현재 첨단기술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단기 전략 확보(해양 세력과의 관계설정)가 매우 중요

 한국은 축적된 기술이 없음: 노벨상 수상자 ‘0명’
- 한국인 출신 세계적인 석학이 나오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기술축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 미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술 평가 기준: 노벨상 수상자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미국 263명(44%), 영국 87명(14%), 독일 70명(11%), 일본 22명)

9. 결론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 우리의 위상과 경제적 위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

 태평양에서의 경제적 의무와 책임
: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세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

 동북아 경제 지도국으로서 역할 모색
: 미국-일본-한국-중국-인도-호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