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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경제 문제는 무역이 아니라 규제다 

 

도널드 트럼프의 의견은 틀렸다.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는 말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그는 미국이 무역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부를 쌓았음에

도 불구하고 무역을 싫어한다.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 정부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

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년간 규제의 수가 220,000건 증가 할 때, 그

에 따른 비용은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의 문제는 규제를 만들 때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준

다는 것이다. 규제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국민들이 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할 뿐

이다. 규제에 관련된 비용은 대략 1조 8000억 달러인데, 경제, 세금, 건강, 복지 등에 드

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만약 정책예산이 10% 증가한다면 그에 따른 중소기업

의 수는 대략 0.5% 정도 감소된다. 그에 반해, 몇몇 회사는 그 숫자가 증가하는데 중견

기업과 대기업들은 규제의 수가 증가할수록 망하는 수가 감소한다. 규제가 증가할수록 

그 영향력은 고용에도 미치는데 정책의 수가 10% 증가할수록 대략 0.9% 정도의 일자리

가 없어지게 되는데,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만약 정부가 규제를 간편화 한다면, 새로운 사업의 수의 증가와 새로운 직업 창출에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998년과 2001년 사이 4분의 1가량의 규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회사의 창립의 수는 1.2%, 그리고 새로운 직업의 수는 2.2% 

정도 줄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만약 우리가 1998년도 수준(규제가 증가하기 전의 상

태)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매년 평균적으로 30개의 새로운 회사의 창립과 530개의 새로

운 직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많은 규제는 여러 사기

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들은 규제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그

들만의 대응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실용적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에(자율경제) 맡겨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건강 복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내세울 

때 우리는 안전을 더욱 보장 받고, 건강 복지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FDA의 

쓸모 없는 규제는 시장경제의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규제의 강화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봐왔는가? 미국은 2011년 말에 38조 8000

억 달러의 GDP감소를 나타내었다. 즉 53조 9000억 달러의 GDP의 성장에 도달해야 했었

지만, 겨우 15조 1000억 달러의 GDP성장 밖에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규율의 증가는 불균형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의 규제는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기업의 생성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과연 이러한 규제가 있는 시장경제

에서의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국인들은 특히 노동자들과 교

육을 덜 받은 사람들은 더 적은 기회로 인해 혜택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늘리

는 것만이 그들은 위한 해결책은 아니다. 왜 도날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연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미국 회사들이 그들의 최선을(해외 기업들과 경

쟁하고 미국인들에게 보상을 주는) 하는 것에 불만을 품을까? 

 

규제 비판자들은 정부의 규제와 제한이 추상적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자

유 시장 지지자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포퓰리스트 트럼프

가 그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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