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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측: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 

 글: Reid Whitten(2017년 3월 15일 CFIUS에 게시)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회사의 인수 합병 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그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것이 오늘의 

헤드라인이다. 

CFIUS는 미국 내 “중요 산업” 및 “중요 인프라”를 외국인 인수자가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정부 부서간 기관인 이 위원회의 활동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쓴 목적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CFIUS가 미국 자산을 매입하는 외국 기업들 중에서 

특정 경우를 선택하여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CFIUS가 검토할 거래를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거래를 선택하여 검토하기는 하지만, 중국 또는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회사의 매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동안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2015년 기준 5980억 달러)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위험을 감수하려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왜 CFIUS인가? 

CFIUS는 이미 중국과의 수많은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미국 경제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CFIUS의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를 만들어 냄으로써 중국 

투자자들을 교묘하게 압박할 수 있다. 

http://www.sheppardmullin.com/rwhitten
http://www.globaltradelawblog.com/category/cfius/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Pages/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US.aspx
http://www.sheppardmullin.com/rwh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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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FIUS 검토 범위 확대를 보호무역주의적 현안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홍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의 최근 발언은 외국인 투자를 

저지하기 위해 CFIUS를 이용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나바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대신 (중국이) 우호적인 동맹국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기업들, 기술들, 농지와 식품 공급 체인을 사들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산업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아시아, 어쩌면 전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급속하게 군사화되고 있는 전략적 라이벌인 것입니다.”  

나바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벌써 식품 공급 체인에서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실제 경제적 상황과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서 국방 및 

인프라 부문 외에 더 많은 부문이 외국인 투자로부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된 것 같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CFIUS의 권한이라고 

생각된다. 

CFIUS의 확대 범위 

CFIUS가 중국의 모든 투자를 검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CFIUS의 권한 범위를 

확대하거나 행정명령을 통해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 CFIUS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요구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주장한 바, 그러한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의제들에 비해 반발을 덜 살 것이다. 

또한 CFIUS의 결정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르는 위원회의 조치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FIUS의 확대가 당신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CFIUS는 안보, 인프라 및 중요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미중 관계에 대한 경제적 안보 검토를 맡고 있는 국회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관련하여 중국으로의 아웃소싱이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식량 공급 

• 바이오 기술 

http://www.npr.org/sections/thesalt/2017/03/10/519488848/trump-advisers-warning-about-food-supply-takeover-met-with-skepticism
http://www.globaltradelawblog.com/2014/07/18/shedding-light-on-cfius-appeals-court-holds-that-cfius-review-lacks-constitutional-due-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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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 핵심기술 

• 노동 및 고용 조건 

동 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영 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CFIUS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러한 CFIUS의 권한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로써 중국 내 미국 투자에 대한 중국측의 제한을 들었다. 

차후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은 이것이 미국 경제 전반과 특히 개별 기업에 미칠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대비책 마련 

당신의 기업이 위에서 언급한 확장된 의미의 “중요” 산업 분야에 속한다면,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투자 회사이거나 사모펀드 회사라면, 

미국 내 중요한 자산을 매입하려는 외국, 특히 중국 구매자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에 

대비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거꾸로 국내 산업에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CFIUS의 보고와 조치의 동향을 예의 주시한다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더 

어렵고, 더 비싸고, 혹은 너무 늦어버린 시기에 변화에 끌려가는 대신, 한 발 앞서 움직임으로써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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