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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통령 특수주의 란 대통령이 정책을 (presidential particularism)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나 유권자의 이익을 유권자 전체의 
이익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 조치를 비롯하여 미국 대통령들이 의회를 우회하여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을 시행했던 사례들은 대통령 특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수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의 접점에 . 
주목한 연구는 많은 공백을 남겨두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이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로 인해 “
경제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분배받게 되는 승자는 누구인가 라는 ?”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연구 대상은 년부터 . 1986 2018
년까지의 기간에 대통령이 시행했던 보호무역 정책으로 설정한다. 
대통령 특수주의와 보호무역 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변화와 위임정치의 역설에 대한 분석을 선행한다. 
나아가 예시적 사례와 통계 분석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요소가 대통
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과 차등적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한다.

본 연구는 보호무역 정책의 영역에서 대통령의 특수주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로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합주와 선거인단 
투표수 그리고 대통령과 입법 선호 유사도가 높은 의원들의 밀도를 ,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거인단 투표수가 많은 경합주일수. 
록 그리고 대통령과 주요 안건에 대한 입법 선호가 유사한 의원들, 
의 밀도가 높은 주일수록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
다고 주장한다.   

위임정치의 역설과 대통령의 특수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정치적 요소들은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가 일회성에 그
치는 현상이 아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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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뒷받침한다 위임정치의 역설과 대통령의 특수주의의 결합은 .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
고히 하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주의 대통령의 정치. 
적 동기가 대외 정책 시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향후 ,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되찾기 위해 어떠한 방안
을 모색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주요어 대통령 특수주의 보호무역 정책 위임정치의 역설 경합주 입법 : , , , , 

선호 유사도
학  번 : 2016-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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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문제제기1 

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안보 위기라는 명목 하에 철강과 알루미2018
늄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세웠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의회를 우. 
회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한 보호무역 정책은 매우 이례적인 선택으로 간주
되었다 당시 여론의 과반수이상은 보호무역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에 대한 .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1)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도 보호무역 정책이 국, 
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였다.2) 또한 미국은 상대 국가들로 
부터 경제적인 보복 위협을 받았으며 국제적으로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 
는 이중적인 결정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했다 즉 보호무역 정책은 국가 . ,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큰 선택이었다. 

미국의 제도와 대표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보호무역 정책은 이례적인 선택으로 보였다 국가 전체의 대표로 . 
선출된 대통령은 편협한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한다 자유무역의 확산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 
소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1) Pew Research Center, “Americans are generally positive about free trade 
agreements, more critical of tariff increases,” May 10 2018,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8/05/10/americans-are-generally-posi

tive-about-free-trade-agreements-more-critical-of-tariff-increases/ 검색일 .(
2020.05.03.)

2)  Jeffrey Frankel, “Protectionism is Nothing New for Republicans,” 
http://www.jeffrey-frankel.com/2018/06/18/protectionism-is-nothing-new-for-rep

ublicans/ 검색일 ( 2020.05.03.),
Bob Bryan and Elena Holodny, “Trump’s new tariff proposal could put the 

economy on a path to ‘global recession’,” December 23 2016, 
https://www.businessinsider.com/trump-trade-policy-lead-to-global-recession-2016

-12 검색일  (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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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정책을 선
호해왔으며 이는 미국이 자유무역의 확산에 있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왔, 
다는 점에서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의회를 우회하여 보호무역 정책
을 시행했던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년 오바마 . 2009
대통령이 타이어 수입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며 년 부시 , 2002
대통령이 철강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부터 최근까지를 보았을 때 대통령들은 
소속 정당의 차이를 막론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해왔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 
라는 점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호무역 정책은 매우 한정적인 대. 
상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반면 다수의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경제적 이익. 
을 얻게 되는 승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으나 다수의 지지기반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보호무. 
역 조치를 취하였으며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는 ,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절 연구 질문 및 목표2 

그렇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
을 집중적으로 분배받게 되는 승자는 누구인가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 
제시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대통령 특수주의 에 (Particularistic President)
주목하였다 대통령 특수주의 란 대통령이 정. (Presidential Particularism)
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나 유권자의 이익을 유권자 전체의 
이익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정책을 시. 
행한 결과로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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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적 이익 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시(electoral and partisan incentives)
행할 유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riner and Reeves 2015).

대통령 특수주의는 대통령의 대표성 이론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의 한계를 지적 및 보완함으로써 유의미한 기여를 한 연구로 주목을 받았
다(Reeves and Rogowski 2015, 2018; Rogowski 2015; Ponder 2017). 
대통령의 다양한 정치적 목표에 주목한 특수주의 연구들은 대통령의 선택
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국한되
지 않고 특정 지역을 겨냥한 차등적인 이익의 분배를 따른다는 주장을 체
계화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특수주의 연구가 대통령의 대표성 및 차등적인 분
배정책 연구에 있어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
은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무역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공백
으로 남아있다.3) 보호무역 정책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 또한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 이익을 얻게 되는 승자에게. 
는 통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다.4) 무엇보다도 대 
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 결과는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가르는 대
표적인 분배정책이다 그러므로 특수주의 대통령 (Schattschneider 1935). 
연구를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보호무역 정책 연구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보호. , 
무역 정책의 영역에서 특수주의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가 발현될 수 있었
던 국내 제도적 변화와 위임정치의 동학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
완한다 둘째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차등적으로 이익을 분배하. , 
는 선택에 어떠한 정치적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사례
와 통계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특수주의 연구와 미. 
국의 보호무역 정책 연구를 보완 및 발전시키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3) 와 연구는 대통령  Kriner and Reeves 2015 Lowande, Jenkins, and Clarke 2017 
특수주의의 시각에서 보호무역 정책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의 보호무역 사례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자의 경우 연구 기간. 
이 한정적이며 제도적인 설명이 미비하다.  

4) Rogowski 1987; Hixcox 2002; Owen and Johnst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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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이다. 

제 절 연구 주장 및 가설3 

본 논문은 대통령이 시행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의 동학을 규명함으
로써 대통령 특수주의 연구를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완하고자 한, 
다 특히 무역정책의 영역에서 특수주의 대통령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 
었던 배경을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동기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본 논문은  
미국의 무역정책 시행에 관한 권한이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위임되며 발생
한 위임정치의 역설 을 정의 (Paradox of delegation of trade authority)
하고 논의를 발전시킨다 위임정치의 역설이란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 
확장되는 것을 견제 및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고안한 제도적 방안이 역으
로 대통령이 전략적 선택의 영역 을 확보하는 수단으(room to maneuver)
로써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정책에 있어 위임정치의 역설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조
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이 확장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확장시키고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주로 시행해왔다 이에 대항하여 의회는 대통령의 . 
지나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 산업이 경제적 위험에 직면할 경
우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도록 제한한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 
조치가 역으로 대통령의 특수주의가 발현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무역정책 위임정치의 역설이라고 정의하고. , 
대통령이 제도적 역설을 활용하여 정치적 동기에 따른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 직접적으로 보상(reward)
을 받게 되는 승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정치적 요소가 대통령의 특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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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이끌어내는지 경험적 분석을 통해 뒷받침한다 보다 보편적인 수준. 
에서 무역 정치의 동학을 조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1986 2018
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시행했던 보호무역 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본 논
문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하였던 선거 유인 과 당파(electoral incentives)
적 동기 에서 나아가 대통령이 주요 안건 및 선호하(partisan incentives)
는 정책을 입법하려는 욕구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 
구체적으로 연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선거인단 투표수가 많은 경합주 일수록 대통령1: (Swing State)
으로부터 보호무역 정책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가설 대통령과 주요 안건에 대한 입법 선호도가 유사한 의원들의 2: 
밀도가 높은 주일수록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
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위의 두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는 특수주의 대통령의 보호
무역 정책을 분석한 외 인의 연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한Lowande 2
다 첫째 대통령 선거에서 각 주별로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단 투표수가 . ,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기존 연구는 단순히 경합주 여부를 이항변수로 . 
분류하였다 하지만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같. . , 
은 경합주에 속하더라도 더 많은 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일수록 대통령
선거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경합주 여부에 더하여 . 
경합주들의 선거인단 투표수가 증가할수록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
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대통령이 주요 안건 및 선호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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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써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다고 주장하
며 당파적 이익을 따르는 조건부적 요소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 . 
지난 선거에서 지지도가 높지 않았던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 많은 주일수
록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대. 
통령이 단순히 같은 정당 의원들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의회 내
에서 입법을 촉진하기 위한 연합 형성의 동기를 따른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므로 같은 정당 의원들 중 대통령의 입법 선호에 대한 유사도가 . 
높은 의원들의 밀집도가 높은 주일수록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
이 높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 절 논문의 구성 4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 장에서는 본 논문이 국제정치경제학. 2
과 미국정치 연구에 있어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
안을 논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대표성 이론 그리고 국내정치와 미국의 . , 
보호무역 정책을 분석한 기존 문헌을 정리한다 또한 대통령 특수주의와 . 
대표성 연구의 측면에서 미국의 무역정책 연구와 미국의 국내 정치 및 제, 
도와 무역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한고 본 연구가 기
여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한다. 

제 장은 본 논문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위임3
정치의 역설을 정의하고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역사적 그리고 제도적, 
으로 접근 및 분석한다 미국의 국내 정치와 무역 정책을 연구한 기존 연. 
구들은 주로 년 상호무역관세법이 제정되었던 역사적 배경에만 주목1934
하는 데 그쳤다 본 논문의 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위임정치. 3
의 역사 및 제도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역설을 논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인 보호무역 정책 시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위임정치의 역설이 특수주의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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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합하여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는 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제 장은 본 논문의 경험적 분석 방법 및 결과들을 제시한다 장4 . 4
의 목표는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특수주의 동
기에 따라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 보상을 집중 분배할 가능성이 높, 
은지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양적 방법 과 . (quantitative method)
질적 방법 을 모두 사용한다 먼저 특수주의 대통령의 (qualitative method) . 
보호무역 정책 시행 사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보호무역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을 위한 기
틀을 고안한다 이후 연구 방법 및 설계 그리고 통계분석 결과를 구체적. , 
으로 정리 및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5 .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한다 또한 향후 대통령 특수주의 연구와 미국의 보호무. 
역 정책 시행 연구에 있어 본 연구를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
안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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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미국 2 무역정치 연구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연구는 국제정치경제학 그리고 미국정치학의 교차, 
점에 있는 주제이다 본 장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 논하는 국가들의 무역 . 
정책 시행의 동학과 미국정치학에서 대통령의 대표성 및 책임성 논의에서 
무역 정책의 시행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은 .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다.

제 절  대통령 특수주의와 보편주의1 

미국 대통령의 대표성 및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상
반된 주장이 이어져오고 있다 첫째는 대통령이 국가 전체를 대변하는 대. 
리인 으로서 보편적인 유권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agent)
따른다는 주장이다 보편주의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들 중 중도층. (median 

의 선호를 따를 유인이 있으며 높은 지지도를 이끌어냄으로써 재선 voter) ,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5) 두 번째 주장은 대통령이 전 
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및 유권자들에게 이익을 차등적으로 분배할 유인이 
있으며 특수주의적 동기를 따른다는 관점이다, .6) 

대통령 보편주의 연구(1) 

5) Downs 1957; Erikson and Wlezien 2004; Lewis-Beck and Tien 2004. 
6) Wood 2009; Kriner and Reeves 2015; Hudak 2011, 2012; Berry, Burden 

and Howe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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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유일한 대표자이
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대리인으로서 편협한 이익이 아닌 국. 
가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 이와 같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구가 국가 전체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원들이 보다 편협하고 지역적인 이, 
익을 중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통령이 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7) 나아가 대통령에게 재선이나 같 
은 정당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동기는 상당히 미약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간주되며 국가 전체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 
을 찾아볼 수 있다(Cronin 1998).

대통령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인은 민주주의의 대표성
에 기반을 둔 당위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전략
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이 보편주의적 선택을 따른다고 . 
주장한 기존의 연구들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대통령의 합리적 선택 그리고 이권중심적 정치(rational choice), 

에 몰두할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정치적(pork-barrel politics)
인 처벌에 주목하였다.

다수의 연구는 국가 전체 유권자들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전략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합
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8) 대표적으로 과  Howell, Jackman

는 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에 한정된 편협한 이익과 국가 전체의 Rogowski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모두 있는 반면 대통령은 국가 ,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때문에 특정 지역구나 지지 세력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다고 
주장하였다(Howell, Jackman, and Rogowski 2013). 

유사한 맥락에서 대통령이 특정 지역이나 유권자들에게 이익을 집
중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비용과 처벌을 감수해야 

7) Mayhew 1974; Downs 1957; Howell et al 2013; Kagan 2001; Nzelibe 
2006; Moe et al 1994

8) Moe, 1999; Lewis, 2010; Howell, 2013; Kaga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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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에 한정된 편협한 이익과 국가 전체의 Rogowski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모두 있는 반면 대통령은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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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ayhew 1974; Downs 1957; Howell et al 2013; Kagan 2001; Nzelibe 
2006; Moe et al 1994

8) Moe, 1999; Lewis, 2010; Howell, 2013; Kaga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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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다 과 은 대통령이 . Lohmann O'Halloran
보편주의적 선택이 아닌 특정 선거구나 지지층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시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을 우려한다고 주장하였다
(Lohmann and O'Halloran 1994). 

는 대통령이 보편적 이익을 중시하며 중위투표자들의 선호Wood
를 따른다는 주장을 중도적 대통령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centrist) . 
중도적 대통령의 대표성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
적된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즉 기본적으, . , 
로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중도적인 입장의 취하며 보편적 이익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Wood 2009, 157p). 
통령이 정책을 시행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거나 당파적인 이익을 중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경우 정치적 지지
를 잃게 되는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그 결과 대통령들은 정치적 기반을 . 
공고히 하기 위해 보편주의적 정책을 따른다는 것이 보편주의 대통령의 
대표성을 주장한 연구들의 핵심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책 선호와 이익 분배 정책 시행을 보편주의 대
통령의 대표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두 가지 한계를 보인다 첫째. ,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행위자로 간주하
며 그 결과 보편적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는 고정적인 시, 
각을 견지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 재선이나 같은 정당의 . 
이익을 고려하여 표적정책을 시행하는 현실의 사례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대통령이 중위 투표자의 정책 선호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 
용과 위험을 강조하여 이익을 차등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경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 본 연. 
구는 대통령의 특수주의에 주목하였다.

특수주의 대통령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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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대통령의 대표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대통령이 정책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국가 전체의 이익
보다 우선시하는 특수주의 동기가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9) 특수주의 대 
통령의 선택을 조명한 연구들은 대통령이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이익을 
중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혹은 같은 정당의 후. , 
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따른다 둘째 정당의 리더로서. , 
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은 같은 정당 후보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정책에 대한 선호를 갖는다.

보편주의와 상반되는 대통령의 대표성과 정치적 동기에 대한 논의
는 와 의 특수주의 대통령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Kriner Reeves
틀을 갖추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 특수주의란 대통령이 자원을 .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동기에 따라 특정 지역구나 집단의 이익을 보
다 중요시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 

와 는 보다 구체적으로 연방 보조금의 차등적인 분배 재난 Kriner Reeves , 
선포 군사 기지 폐쇄 등을 사례로 대통령의 특수주의 동기가 정책 시행에 ,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Kriner and Reeves 

그 결과로 대통령에게 있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동2015a, 2015b). 
기 그리고 당파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경제적 보상을 분배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
다는 점을 보였다. 

대통령의 여러 역할 중 정당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국가 전체를 대
표하는 보편적 선호와 자연스럽게 충돌하게 된다(Moos 1952; Seligman 

특수주의 대통령이 같은 정당 의원들의 거점이 되1956; Rossiter 1956). 
는 지역구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정치적 동기를 따른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은 정당의 리더로서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을 규명한 것이다(Berry 
et al 2010; Wood 2009). 

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며 협소한 세력의 이익보다는 국가 Wood

9) Wood 2009; Kriner and Reeves 2015; Hudak 2011, 2012; McCarty 
2000; Berry, Burden and Howell 2010, Coh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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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중도주의 이에 반(centrism), 
해 대통령이 리더로서 속해있는 정당이나 지지 세력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표성을 논한 주장을 당파주의 로 칭하고 분류하였다 (partisanship)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 전통적인 이론이 가정해온 대통령(Wood 2009). 
의 대표성 논의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대통령도 의회와 유사하게 특정 지, 
역이나 이익집단의 압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 인의 연구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 의원들. Berry 2
의 지역구가 연방정부의 지출 중 더 많은 금액을 분배받는 경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차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기저에는 . 
정당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선심정치 에 관한 연구들도 마찬가지(presidential pork)
로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소속 정당의 이익을 증진시키
기 위한 전략으로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 연구는 대통령 선심정치(Hudak 2011, 2012; McCarty 2000). Hudak
는 선거유인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통령이 (election-driven president)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써 선거에서 경쟁적인 지역에 정부보
조금 을 집중적으로 분배한다고 주장하였다(federal grants) (Hudak 2011, 

는 의회의 고유 특징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선심정치를 행2012). McCarty
하는 주체로서 대통령에 주목하였으며 합리적 선택에 기반하여 차등적인 
분배 정책을 분석하였다.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국의 정치가 극심한 양극화 현상Cohen
을 보인 결과 미국의 대통령이 보다 지역적 이고 제한적인 지지층을 (local)
겨냥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10) 특히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고 개개인 의원들도 정당에 대한 소속감 혹은 신의

가 두텁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loyalty) , 
양극화 현상과 대통령이 의회 내에서 연합을 형성 하(coalition building)

10) "Rather than focus their energies on the mass public writ broadly, 
presidents have shifted much of their leadership efforts to narrower 
segments of the public, in particular their party base, interest 
groups, and localities."(Cohen 2010,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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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대통령의 지원이 집중되. 
는 대상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11)

전통적으로 제도적 차이가 야기한 대통령과 의회의 상이한 선호를 
분석한 연구들은 의회가 선심정치를 행하며 편협한 지역 및 대상의 이익 
및 여론에 관심을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 특수주의를 조명한 연. 
구들은 이와 같은 고정적으로 부여된 선호의 틀에서 벗어나 대통령 역시 
유사한 정치적 동기를 따른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대통령의 대표성 연구를 
발전시켰다 또한 최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 
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대리인으로서의 갖게 되는 정책 선호 , 
외의 동기들이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였다. 

본 논문은 대통령이 유동적이며 전략적인 행위자로 대통령에게 이
익이 되는 정치적 동기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행위자만이 아닌 특정 집단이나 , 
세력에 더 많은 이익을 분배할 동기가 있는 행위자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 

와 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수주의 대통령으로Kriner Reeves
서의 정치적 동기는 행정 명령 등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 시행을 통해 차
등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보호무역 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 절  국내 정치와 미국의 무역정책 연구2 

국제정치경제학에서의 무역 정책 연구 개괄(1) 

국가들의 상이한 대외정책은 국내 정치적 요소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므로 . 
국가들의 무역정책과 선호를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들은 국가의 제도와 정
치적 특성을 기반으로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데 주목해왔다 그 중 가장 근. 

11) Op.cit.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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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차이를 야기하는 요소로는 국가들의 국가체제 를 제(regime type)
시할 수 있다 국가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 
권위주의 국가들에 비해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며 국가 간 ,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대표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강한 선호가 있는 국가이며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는 데 의견을 모은다. 

반면 와 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가정에 기반한 Hyde Saunders
분석에서 드러나는 명확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 한계로 첫째는 민주주의 .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들을 단순히 이항변수로 분류함으로써 국가체제를 
막론하고 대외 정책을 시행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공통된 정치적 위험과 
비용을 간과하게 된다 둘째 고정되어 있는 국가체제 하에서 각 국가의 . , 
지도자들이 정책을 선택할 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간과한다 이와 같. 
은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같은 국가체제 하에 속해 있다는 명목 하에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하거나 더 선호할 것이라는 고정적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사례가 보여주듯 . ,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국내 정치와 요소의 영향을 받아 전략적인 보호무
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국가들의 무역 정책과 국내 정치적 동학을 분석한 연구는 선거를 
비롯한 국내 제도와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 대표적으로 는 . McGillivray
국가들마다 상이한 선거 제도의 특징 및 정당의 중심성의 차이에 따라 관
세 및 보호무역의 대상이 되는 산업에 차이를 보이며 정치인들은 재선의 ,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였다.13) 
정치적 경제 순환 모델에 기반한 연구들은 선(political business cycle) 
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조
율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Bagwell and Staiger 2003; Cassing 
et al 1986).

12) Mansfield and Milner 2012; Milner and Kubota 2005; Mansfield et al 
2000; Mansfield et al 2002; Miler and Tingle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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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학에서의 미국의 무역 정책 연구 (2) 

전통적으로 국제정치경제학 연구들은 제도적 특성에 기반하여 미
국의 무역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의 대조적인 선호를 가정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과 의원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누구를 대표하는 대
리인 이며 어떤 주인 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는지에 따(agent) , (principal)
라 발생하게 된다(Miller 2005; Gailmard 2009, 2014; Lane 2013).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유권자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유일한 대
리인이다 대통령의 대표성에 대한 보편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 
가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의 확산과 관세 장벽을 허무
는 정책을 모색한다(Lohmann and O’Halloran 1994).14) 반면 의회의 의 
원들은 보다 협소한 지역구의 유권자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그러므. 
로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과 지역구의 협소한 경제적 이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을 선호한다는 가정이 이어져왔다(Baldwin 1989; 

즉 다양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Hiscox 2002; Cassing et al 1986). , 
얽혀 있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대통령과 비교(heterogeneous) , 
적 유사한 이해관계 를 공유하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homogeneous)
의원들은 특정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미국의 제도적 특성을 기반으로 무역정책과 관세의 조정을 논한 
대표적 연구로 외 인의 논문을 제시할 수 있다 저자들은 미국의 Bailey 2 .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무역정책이 시행되는 양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하였다 이론적인 논리에 더해 실증 분석을 뒷받침함으로써 상호관세법 이. 

14) 대통령이 한 지역구의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계 효용을 그로 “
인해 모든 다른 지역구에 발생하게 되는 한계 비용을 고려해야 한
다 과 는 .”(Lohmann and O'Halloran 1994, p.509) Lohmann O'Halloran
앞서 언급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대통령이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 
므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무역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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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미국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ailley, Goldstein, and Weingast 1997). 
상호관세법의 제정으로 의회의 관세 조율 및 협상 권한이 대통령에게 위
임 된 결과 의회의 보호무역 선호가 정책에 즉각 반영되는 것이 어려워지
면서 자유무역의 확산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가 공고해졌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 

반면 무역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탈피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무역 . 
정책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경제적 상황과 미국의 보
호무역 정책의 시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 경제가 침체될수록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유인이 강해진다고 주장하였다(Bagwell and 

보다 구체적으로는 거시경제적 여Staiger 2003; Davis and Pelc 2017). 
건이 악화될 경우 보호무역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였다. 

둘째로 유권자들의 경제적 투표 성향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세계화 
및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패자들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가
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경제적인 호황 (Jensen et al 2017). 
혹은 불황이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및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라는 가정에서 시작된다.15) 특히 과 외 인의 연 Margalit Jensen 2
구에서 주장하듯이 무역 정책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은 대통령에 대
한 지지도 및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
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 인의 연구는 가장 적극적으로 Lowande 2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대통령의 특수주의 동기를 규명한 연구이다

저자들은 기존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가정하였던 (Lowande et al 2017).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대통령과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의회라는 이분법적 
틀의 한계에서 벗어났다 외 인의 연구는 특수주의 대통령 논. Lowande 2
의를 발전시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이 선거 그리고 , 

15) Lewis-Beck and Tien 2008; Tufte 1978; Fair 1978; Wright 2012; 
Margalit 2019. 

- 16 -

후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미국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ailley, Goldstein, and Weingast 1997). 
상호관세법의 제정으로 의회의 관세 조율 및 협상 권한이 대통령에게 위
임 된 결과 의회의 보호무역 선호가 정책에 즉각 반영되는 것이 어려워지
면서 자유무역의 확산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가 공고해졌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 

반면 무역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탈피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무역 . 
정책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경제적 상황과 미국의 보
호무역 정책의 시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 경제가 침체될수록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유인이 강해진다고 주장하였다(Bagwell and 

보다 구체적으로는 거시경제적 여Staiger 2003; Davis and Pelc 2017). 
건이 악화될 경우 보호무역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였다. 

둘째로 유권자들의 경제적 투표 성향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세계화 
및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패자들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가
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경제적인 호황 (Jensen et al 2017). 
혹은 불황이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및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라는 가정에서 시작된다.15) 특히 과 외 인의 연 Margalit Jensen 2
구에서 주장하듯이 무역 정책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은 대통령에 대
한 지지도 및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
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 인의 연구는 가장 적극적으로 Lowande 2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대통령의 특수주의 동기를 규명한 연구이다

저자들은 기존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가정하였던 (Lowande et al 2017).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대통령과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의회라는 이분법적 
틀의 한계에서 벗어났다 외 인의 연구는 특수주의 대통령 논. Lowande 2
의를 발전시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이 선거 그리고 , 

15) Lewis-Beck and Tien 2008; Tufte 1978; Fair 1978; Wright 2012; 
Margalit 2019. 



- 17 -

당파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경향
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즉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 
왔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이 항상 자유무역의 확산만을 도모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킨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대통령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
지 않고 보호무역 정책을 빈번하게 시행해왔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그러나 . 
특수주의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시행 연구를 비롯하여 미국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했던 사례들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보호
무역 정책의 시행이 의회만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
다.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기존문헌들은 두 가
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첫째 대통령 역시 전략적으로 보호무역 정책. , 
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수주의 동기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한다 둘. 
째 상호관세법 제정 이후 대외 무역 정책과 관세를 책정하는 권한이 의회, 
에서 대통령에게 위임되어왔던 제도적 변화가 역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 시행의 기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고찰이 미비
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특수주의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시행 사례를 .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임정치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역
사적 제도적 배경을 분석한다 또한 실증 분석을 통해 특수주의 대통령이 , . 
어떠한 정치적 요소에 반응하여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지 그 동
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16) “Presidents have frequently used proclamations in trade 
policy.”(Belco and Rottinghaus 2017,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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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미국 무역 정책의 3 위임정치

본 장에서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정리한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조율할 수 있는 권. 
한을 점진적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
을 막고 견제와 균형 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check and balance) . 
자유무역 체제의 확산을 지지하는 동시에 필요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마련한 장치는 특수주의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전
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 장의 절에서는 무. 1
역 정책에서의 위임이 이루어졌던 제도적 변화를 추적한다 이후 절에서. 2
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마련한 완충 조치가 야기한 역설
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 절1 무역 정책에서의 위임정치와 대통령 보편주의  

년 체제의 등장(1) 1934

년 상호관세법 의 제정1934 (RTAA: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은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상호관세법의 제정. 
을 전후로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세를 부과하는 양상이 변화했기 때문이
다.17) 상호관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 

17) 년 상호관세법을 제정하기 전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세는 의회에서 어떤  1934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는지 여부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 
의회에서 관세를 조율하는 정책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관세를 인하
하는 정책을 반면 공화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인상하는 안이 통과되, 
었다 무역 정책에 대한 당파적 성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 1934
년 이전의 미국의 무역 정책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Bailey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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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상 정책과 관세 조율의 권한18) 중 일부를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는  
점이다 상호관세법의 제정으로 대통령은 의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국. 
가와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인하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적으로 국가 전체의 . 
대표로서 대통령의 역할 및 선호와 지역구의 대표로서 의원들의 역할 및 
선호는 차이를 보이며 이와 같은 차이가 반영된 결과 무역 정책 및 관세 , 
조율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다수의 연구는 상호관세법의 제정 및 제도적 개혁으로 인해 미국
의 자유무역 체제가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9)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통령 보편주의 (presidential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대리인으로서 국가 universalism)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한다.20) 즉 특정 지 , 
역이나 산업 분야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보호무역 정책보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 정책을 선호한다. 
또한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은 의회에 비해 국제주의자(internationalist)
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관세 조율 권한이 대통령에게 위임됨으로써 
자유무역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년 체제의 중요성을 강1934
조하였다(Burns 1963; Kemp 1984).

역사적으로 년 상호관세법이 제정되었던 배경은 의회의 선심1934
정치 로 인한 보호무역 정책의 시행 및 경제적 재난(pork-barrel politics)
을 겪었던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협소한 대상의 .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옴
니버스식 법안인 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1930 - (Smoot-Hawley Tariff Act)
의 제정 및 시행과21) 세계대공황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p.311). 
18) “The Congress shall have th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1, 
Section8) 

19) Nelson 1989, p.89; Haggard 1988, p.117; Lohmann and O’Halloran 
1994, pp.596-597; Chorev 2007. 

20) Bailley, Goldstein, and Weingast 1997; Lohmann and O'Halloran 1994; 
Mansfield and Milner, 2012; Weingast et al, 1981; Goldstein, 1988.

21) United States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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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제정되기 전 년 후버- , 1929 (Herbert 
대통령은 당시 농업 분야가 직면했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Hoover)

한 방안으로 농업 수입품목에 대한 제한적인 관세 인상안을 의회에 제안
하였다.22) 하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은 의회가 주도하여 과도한 선심정치 

https://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minute/Senate_Passes_S
검색일 moot_Hawley_Tariff.htm ( 2020.04.29.)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당시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던 스무트 와    - (Reed Smoot)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던 홀리 가 발의한 법안이다 두 의원은 (Willis Hawley) . 
각각 상원 재정 위원회 와 하원 조세 무역 위원(Senate Finance Committee)
회 의 의장직을 맡고 있었다(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

22) 후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농업 분야의 구호를 위한 제한적인 관세 인 
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Action upon some of the proposals 
upon which the Republican Party was returned to power, particularly 
further agricultural relief and limited changes in the tariff, cannot in 
justice to our farmers, our labor and our manufacturers be 

표 년 스무트 할리 관세법 제정 과정에 따른 관세 인상안 변화 3-1 1934 -
표 인용(Irwin and Kroszner 1996, p.26 ) 년 관세법 1922 (The 

부터 스무트 할리 관세법이 제정된 Fordney-McCumber Tariff of 1922) -
년까지 관세 인상 정책이 변화한 양상을 보여준다 의회는 목재에 대한 1934 . 

관세를 제외하고 표에 제시된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수입품목들에 대한 관세
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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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다 이는 당시 보호무역 정책을 선호하였. 
던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 관세법 제정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며(Pastor 

수입 경제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1980), 
따라 유권자들이 보호무역 정책을 보다 선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제정과 지나친 관세율 상승은 편협한- (parochial)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주력 산업 그리고 적극적으로 로, 
비를 한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전략적 선택이 결집된 
결과였다.23)

하지만 의회가 지역 및 이익집단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
한 보호무역 정책은 역으로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게 되는 결
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에 의하면 스무트 할리 관세법의 제정은 . Meltzer -
당시 국제적인 경제침체 현상이 대공황으로 비화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
였다 또한 스무트 할리 관세법이 제정된 후 년여 (Meltzer 1976, p.469). - 2
간의 시기 동안 미국의 교역량은 가까이 감소하였다40% (Irwin 1996, 

그 결과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p.1).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황폐한 결과를 야기했던 관세법을 . ,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상호관세법 제정을 모색하게 되
었다. 

년 체제의 등장과 무역 정책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1934
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 보편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었기 때
문이다 상호관세법에는 대통령이 상대 국가들과 양자 혹은 다자 협상을 . 
통해 상호간에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는 것을 골자로 하였
다.24) 그 결과 편협한 이익 증진에 주 목적이 있는 의회의 권한이었던 관 

postponed. I shall therefore request a special session of Congress for 
the consideration of these two questions. I shall deal with each of 
them upon the assembly of the Congress.”(1929.03.04 Inauguration 
Speech of President Hoover.)

23) Schattschneider 1935; Irwin 2001, 2011; Irwin and Kroszner 1996
24) “Congress abdicated its control over trade policy when the RTAA 

transferred authority for setting tariffs to the president”, (Bailey et al  
1987,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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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협상권을 갖고 있던 대통령에게 위임되었고, 
보다 빠르게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 및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25) 
이는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최혜국 대우 조항
과 맞물려 점차적으로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26) 

위임정치의 확장 및 구조적 변화(2) 

상호관세법에 명시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
쳐 상호관세법을 연장하였으며 년까지 대통령에게 관세 조율 권한의 , 1958
일부를 위임하는 데 동의하였다 연장된 상호관세법은 대통령이 상대 국가. 
와 교역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 
세를 혹은 이상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20%, 50% .27)

상호관세법의 연장 기한이 끝날 무렵에 케네디 대통령은 자유무역 
체제를 보다 광범위하고 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에 따라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 상호관세법을 단순히 연장하는 수. 
준 이상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당시 미국은 공(Irwin 2017, pp. 522-523). 
산주의 진영과 대립 및 경쟁이 극심했으며,28) 개발도상국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을 도모할 유

25) 에 따르면 상호관세법의 시행이후 년까지 미국은 총 개의 새로USTR 1939 19
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이를 원동력으로 경제 회복을 모색할 수 , 
있었다.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ighty 
Years After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blog/2014/June/

검색일 Eighty-years-of-the-Reciprocal-Trade-Agreements-Act. (
2020.04.30))

26)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27) 의 경우 최대 까지 의 경우 이상까지도 인하 가능했다 tariff 20% , duty 50% . 
28) “A vital expanding economy in the free world is a strong counter to 

the threat of the world Communist movement.”, (John F. Kennedy, 
Remarks Upon Signing the Trade Expansion Act. Online by Gerhard 
Peters and John T. Woolle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검색일 https://www.presidency.ucsb.edu/node/236075(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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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는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을 제정함으로써 보편주의적 국제주의적 선호를 견지하는 Act of 1962) ,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관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
다.29)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은 무역확장법에 근거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30) 가장 대표적인 예 
시로 년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던 케네디 라운드 를 1964 (Kennedy Round)
들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협상 권한과 최혜국대. 
우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세를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Norwood 1969, p.297). 

무역정책에서 위임정치는 의회가 년 통상법 을 제1974 (Trade Act)
정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제도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통상법은 대통령에. 
게 두 가지 주요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첫째는 관세를 조율하고 협상할 수 . 
있는 권한이며 둘째는 무역촉진 권한 이었다, (Fast track authority) .31) 이  
중 무역촉진 권한은 의회의 입법 권한을 이전보다 축소시키고 무역 협정
의 비준 과정을 보다 원활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무역촉진 권한 조항의 핵심은 대통령이 상대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체결한 조약을 의회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의회는 무역 . 
협정 조약을 국내법으로 비준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었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각 의원들은 찬성 혹은 반대투표. 
를 통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역 협정 조약이 의회에 제출된 , 
날을 기준으로 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즉 대90 . , 
통령에게 협정 체결 과정에서 많은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비준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자유무역의 확산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고 할 수 있다.32) 실제로 무역법과 무역촉진 권한의 제도적 기반을  

29) H.R.11970 (87th), Public Law 87,794
30) “Opening the Kennedy Round”,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6, 

1964, Page 30, 
https://www.nytimes.com/1964/11/16/archives/opening-the-kennedy-round.

html 검색일 , ( 2020.05.28.)
31) H.R. 10710, Public Law 93-618, January 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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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할 수 있다.32) 실제로 무역법과 무역촉진 권한의 제도적 기반을  

29) H.R.11970 (87th), Public Law 87,794
30) “Opening the Kennedy Round”,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6, 

1964, Page 30, 
https://www.nytimes.com/1964/11/16/archives/opening-the-kennedy-round.

html 검색일 , ( 2020.05.28.)
31) H.R. 10710, Public Law 93-618, January 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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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미국은 다수의 자유무역 협정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었으며 무역 , 
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33)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율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위임한 결과 스무트 할리 관세법과 같은 옴니버스식의 과도한 관세 인상 -
정책 시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로 인해 대. 
통령의 무역권한은 더욱 확장되었으며 입법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는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무. 
역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견제해야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의회는 무역 정책에 있어 많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동시
에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
다 대통령이 보편적 이익 증진을 위해 관세를 지나치게 인하하게 될 경우 . 
의원들은 각 지역구 혹은 이익집단들의 이권을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비난
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의회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조율할 . 
수 있는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상호관세법 이후에 제정된 무역법
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무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
였다 이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의회는 대통령의 자율성과 독단적인 권한 .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의 조와 무역법 . 232 421
조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역으로 대통령이 특수주의 . 
동기에 따라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역
설을 만들어냈다. 

제 절 2 위임정치의 역설과 대통령 특수주의

32) 년에는 무역촉진권한 을 부여하는  2002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으로 개정되었으며 의회는 협정 체결 결과에 대해 비준을 찬성 혹은 반대, 
하는지 여부의 의사만 밝힐 수 있다.

33) Martin 2000; Bailey, Goldstein, and Weingas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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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논하는 위임정치의 역설이란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을 저지
하기 위해 의회가 만든 완충 영역을 대통령이 역으로 활용하여 일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임정책의 역설이 발생. 
한다는 것은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한 방안이 오히려 대통
령의 전략적 선택의 공간 을 확보하게 되는 결과를 (room to maneuver)
낳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의 무역정책에 있어 위임정치의 역설은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선호한다는 가정에 반하여 특수주의 동기에 따른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을 설명한다 무역 정책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임. 
정치의 역설은 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철폐하려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하기 위해 의회가 국내 산업 보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의회가 명시한 국내 산업 보호 조항을 활용하여 전략적 공간을 

그림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위임정치의 역설3-1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 의회의 선택 및 결정 빨간색 선은 대통령의 선택 및 결정을 의미, 
한다 상단에 표시된 자유 무역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대통령의 결정 이후에 의회가 찬성 .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반면 보호 무역에 대한 권한의 위임은 의회가 의사 표. 
명을 하거나 개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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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수주의 동기를 따르는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수  , 
있었다 이는 대통령 특수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 ,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불균형한 상태를 유지
하게 되었다.  

무역정책에 있어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은 크게 두 종류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유무역의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위임이며. , 
둘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무역 조치에 관한 권한의 
위임이다 대통령이 위임받은 두 가지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 
경우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해두었다 그러나 보호 권한에 있어 견제와 균형. (check and balance)
이 무너지게 되며 특수주의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자유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에 속한다 이는 대통령이 자유무역 .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에 나가기 전 그리고 협정 결과를 국내법, 
으로 비준하기 전의 두 단계에서 적용된다 대통령의 협상 권한을 견제하. 
는 방안으로써 의회는 대통령이 상대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사전에 고지하고 협의 하는 절차를 거쳐야 (consultation)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34) 대통령은 협상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소 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의회의 의원들 중 지명된 의회의 자문 위90 , 
원들 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DCAs: designated congressional advisors)
쳐야 한다.35)

34) The White House (of the president Clinton), “What is Fast Track,”
 https://clintonwhitehouse2.archives.gov/Initiatives/FastTrack/what.html 검, (
색일 2020.05.05.)

35) 의회 자문 위원들은 총 명으로 구성된다 명의 위원은 하원 의장 10 . 5
이 조세무역위원회 에(Speaker of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서 지목한 명의 의원과 상원 의장 대행 이 지명한 5 , (President Pro Tempore)
다섯 명의 상원 재정 위원회 의 의원들로 구성된(Senate Finance Committee)
다 참고. (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Frequently Asked Questions,” June 21, 2019,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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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 (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Frequently Asked Questions,” June 21, 2019,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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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상대국가와 협상을 거쳐 체결한 협정안을 국내법으로 비
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즉 제한적인 범. , 
위 내에서 의회는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의회는 대통령이 제시한 .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수정하거나 의사 진행 방해 를 통해 (filibuster)
지연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의회는 해당 법안을 접수 한 후 일 이내에 . 90
비준 찬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의회는 호명투표. (roll-call 

를 통해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단순 다수결voting) (simple 
의 원칙을 따르며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게 될 경우 국내법으majority) , 

로 최종 비준이 된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최소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동. 
의할 수준에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제약 하에서 관세를 조율하게 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이 보호무역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의회가 이에 대한 거
부권을 행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대통령은 행. 
정명령을 통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기 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와 미국무역(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대표부 에 (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국제 교역의 결과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정책 제안을 지시한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경우 행정부나 의회 산하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이며36) 국제무역위원회는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다, .37) 
즉 두 기관 내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지는 않는다 국, . 
제무역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여섯 명의 위원들이 이끄는 조직
이다.38) 또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및 목적이 무역으로 인한 국내 산업 

3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bout the USITC,” 
https://www.usitc.gov/press_room/about_usitc.htm 검색일 , ( 2020.05.06.)

37) USTR, “Mission of the USTR,” https://ustr.gov/about-us/about-ustr, 
검색일 ( 2020.05.06.)

38) 여섯 명의 위원 후보들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상원으로부터 확인 
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참고(confirmation) .. (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bout the USITC,” 
https://www.usitc.gov/press_room/about_usitc.htm 검색일 ,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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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권리 침해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조사하는 데 있으며 조사 결과 정, 
책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목적 
하에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가 대통령실. 

의 일부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서도 대통령의 선택과 정책을 제한하는 역할이 아닌 지원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위의 두 기관의 조사 및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을 거친 후 대통령
은 의회를 우회하여 일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즉 자. , 
유무역 권한을 활용한 정책시행 때와 달리 의회의 위원회와 사전 협의 혹
은 동의를 공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이 행정 명령이나 선언을 . 
통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기 전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호명투표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의회가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무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
다 첫째는 의회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한에 제약. 
을 가하거나 보호무역 조치를 취소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veto power)
을 고려해야 한다 즉 단순 과반이 아닌 최소 분의 이상의 초다수. , 3 2 

의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년대부터 극심해진 (super majority) . 1980
의회의 정당정치와 양극화현상 및 집합행위의 제약을 고려하였을 때 여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2/3
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은 사실상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시키기에는 .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둘째로 무역법 조를 적용한 보호무역 정책의 경우 양원 합동 201
결의 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하지만 (joint resolution) . 
의회가 양원 합동 결의안의 형태로 보호무역 정책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의 제안을 따르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하
지 않거나 국제무역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다른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에 
가능하다.39) 또한 양원 합동 결의도 마찬가지로 초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3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afeguards: Section 201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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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시행 사례를 비롯2018

하여 대통령들이 의회를 우회하여 일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임정치의 역설이 작용하고 있었다 년 이후 비교. 2000
적 최근에 시행되었던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모두 위임 정치의 확산 
및 견제의 동학이 제도적으로 구축한 역설적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결과였다 의회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임정치의 역설로 인해 발생하는 . 
전략적 선택의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
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 시행은 더욱 용이할 수밖. 
에 없었다. 

무역 정책 권한 위임의 역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첫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 , 
역사적 경험과 제도의 형성 및 역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와 . , 
같이 국내 제도적인 요소가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 단행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정치적 동기가 정책의 결과 보상을 받게 되
는 대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해함으로써 국내 정치적 
요소와 국제정치 및 경제적 현상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Trade Act of 1974,” https://fas.org/sgp/crs/misc/IF10786.pdf, December 
검색일 31, 2018,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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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경험적 연구4 

본 장은 미국의 대통령이 무역 정책 위임의 역설로 확보하게 된 전략적 
영역을 활용하여 어떤 유권자들을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로 겨냥하는지 분
석한다 앞선 장에서는 무역 정책의 영역에서 대통령이 특수주의 동기에 .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제도의 역설을 분석하였다면 본 장, 
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분석을 통해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연구의 주요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대통령의 일방적인 보호무. 
역 정책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승자를 결정하는 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 절 예시적 사례1 

미국의 대통령들은 의회를 우회하여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해왔
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 외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 
체결하였던 오바마 대통령 역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보호무역 정책은 두 가지 측면. 
에서 본 연구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사례이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의 보호. , 
무역 정책은 위임정치의 역설을 활용한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었다 둘. 
째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입게 된 대상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으, 
며 대통령의 선거 및 당파적 이익이 반영된 사례였다. 

무역법 조와 위임 정치의 역설 (1) 421

무역법 조는 전형적인 위임정치의 역설을 보여준다 무역법 421 . 
조는 미국과 중국의 자유로운 무역의 재개 그리고 중국의 세계무역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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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통령과 이에 대한 완충지대를 마련, 
하려는 의회가 찾아낸 합의점이었다 대 의회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 . 106
아처 가 발의한  법안(Bill Archer) H.R.4444 40)의 최종안은 두 가지를 골
자로 하였다 첫째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무차별 대우를 중국까지 확장시. , 
킴으로써 중국과의 양자간의 그리고 나아가 다자간의 자유무역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둘째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 ,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명시하였다. 

“(Sec.103) Amends the Trade Act of 1974 to direct 
the President to increase duties and impose other import 
restrictions on products of China that are being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or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market disruption to the U.S. 
producers of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 41)

40) 법안은 아처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크래인 (Crane, Philip M., Republican 
마츠이 태너of IL-8), (Matsui, Robert T., Democrat of CA-5), (Tanner, John 

의원의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법안은 하원에서 S., Democrat of TN-8) . H.R.4444 
호명투표 결과 찬성 표 반대 표 그리고 상원 호명투표 결과 찬성 표와 237 197 , 83
반대 표로 통과되었다 참고15 . ( : United States Senate, “Roll Call Vote 106th 
Congress-2nd Session: On Passage of the Bill(H.R.4444),” September 19, 
2000)
41) H.R.4444 To authorize extension of nondiscriminatory – 
treatment(normal trade relations treatment)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congress.gov/bill/106th-congress/house-bill/4444?q=%7B%22s

earch%22%3A%5B%22cite%3APL106-286%22%5D%7D&r=1&s=1. 검색일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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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한 후 국내법2000 10 10
으로서의 효력이 생겼으며 이후 중국은 년 월 일부터 공식적으, 2001 12 11
로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이를 바탕으로 클린턴 대. 
통령은 기존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구도를 깨고 더욱더 적극적으
로 자유무역의 확산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의회는 .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과도한 관세 인하 정책을 도입함으
로써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조를 제정하였421
다. 

보호무역 조치  
청원

USITC
조사

USTR
권고

대통령 최종결정

그림 미국 무역법 조 진행 과정4-1 421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보호무역 정책이 특수주의 동기를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무역법 조가 시행되기까지의 진행 421
과정과 어떤 집단 및 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추가로 조명할 필
요가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무역법 조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421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 , 
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집단이 미국 정부 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에 청원을 (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한다 둘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보호무역 조치가 필요한 . , 
사안인지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 및 심사하는 기간을 갖는다, . 
이후 위원회의 명의 위원들은 보호무역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인6
지 여부에 대해 투표로 결정한다 셋째 위원회 투표 결과 정부의 세이프. , 
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무역 대표부(United States 

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무역 대표부는 필Trade Representative, USTR) . 
요할 경우 청문회 등의 자리를 가진 후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제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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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와 . 
무역대표부의 제안서를 받은 후 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15 .

무역법 조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의 적합성은 차적으421 1
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결론이 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호무역 . 
조치의 시행 여부는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된다 대통령은 앞서 언. 
급하였듯이 대통령은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국
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국내적인 분열과 최종적으로 얻을 수 , 
있는 정치적 이익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즉 보호. , 
무역 조치를 시행하는 여부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요소
와 동학이 작용한 결과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유인과 보호무역 정책(2) 

철강 노동조합은 세기 후반부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19
권리 신장을 도모한 미국의 노동조합이다.42) 철강 노동조합은 미국의 가 
장 큰 노동총연맹인 미국노동총연맹 산별조보협의회 와 강한 유- (AFL-CIO)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집단은 의회와 대통령에 막대한 압력을 행사할 , 
수 있다 이는 두 집단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과 정치 활동 위원회. (PAC: 

를 통한 선거 활동 지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political action committee)
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철강 노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경합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철강 노동조합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다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된 상품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였다.43) 그리고 년 월 일에 철강 노동조합은 미국 국제무역 2009 4 24

42) United Steelworkers, “Our History,” https://www.usw.org/union/history. 
검색일 ( 2019.03.31.)

43) 철강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청원서와 자료에 따르면  년 이래로 중국과의 2004
무역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반면 중국으로부터 동일 , 
상품의 수입량은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20 . ( : 
USITC, “Compiled from data submitted in response to Commission 

검색일 questionnaires,”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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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청원을 요청하였다.44) 이를 통해 중국의 값싼 수입 
품들이 급증함으로써 실업 문제 경제적인 손실이 극심해졌으며 이에 따라 , 
국내 산업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철강 노동조합의 지원은 대통령 선거가 승자독식의 제도를 따른다
는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주요 접전지인 펜실베니아. 
와 오하이오주에서 철강 노동조합 및 미국노동총연맹 산별노조협의회가 -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45) 지리적으로도 철강 노동조 
합의 본사는 펜실베니아에 그리고 첫 번째 지부는 오하이오주에 자리하고 , 
있다.  

또한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철강 노동4-2
조합의 청원을 강력하게 지지하였던 미국노동총연맹 산별노조협의회로부-
터 가장 많은 선거 캠페인 기부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다른 민주당 후보. 
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노동총
연맹 산별노조협의회는 월 일 노동조합 최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오- 6 26
바마 대통령을 민주당의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대통령 선거
에서 중요한 지지기반이 되었다.46) 

당파적 이익과 보호무역 정책(3) 

철강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의회가 지. 

44) USW Written Comments and Request for Hearing, July 27, 2009, 
http://assets.usw.org/China_Trade_Tires/s421_ustr-written-comments-reque

st_usw-public-v_072709.pdf 검색일  ( 2019.03.30.)
45) Steven Greenhouse, “Steelworkers Endorse Obama”, The New York 
Times, May 15, 2008. 
https://thecaucus.blogs.nytimes.com/2008/05/15/steelworkers-endorse-oba

ma/ 검색일 . ( 2019.04.30.)
46) AFL-CIO, “AFL-CIO Votes to Endorse Senator Barack Obama for 
President”, June 26, 2008,  http://p2008.org/labor/aflcio062608pr.html 검색(
일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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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미국노동총연맹 산별노조협의회 의 선4-2 2008 - (AFL-CIO)
거 캠페인 기부금 자료 참고(OpenSecret.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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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철강 노동조합 의 선거 캠페인 기4-3 2008 (United Steelworkers)
부금 자료 참고(OpenSecreg.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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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철강 노동조합 의 선거 캠페인 기4-3 2008 (United Steelworkers)
부금 자료 참고(OpenSecreg.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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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 이익집단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강 노, 
동조합과 미국노동총연맹의 로비활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 4-2
와 은 민주당 의원들이 철강 노동조합 혹은 미국노동총연맹으로부터 4-3
지원받은 선거 캠페인 기부금 정보를 나타낸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경제. 
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 
지원을 받기 때문에 두 집단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
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청원을 받은 후 국제무역위원회는 월 일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4 29
심사와 청문회 일정을 공지하였다 철강 노동조합의 청원에 대한 공청회는 . 

년 월 일에 개최되었다 공청회에는 열려 국제무역위원회의 위원2009 6 2 . 
들 철강 노동조합의 대표들 그리고 명의 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 10 .47) 
명의 의원들은 주로 민주당 후보들이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합주10

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공청회 이후 무역법 조의 적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투표하였다421 . 

투표 결과 과반수이상의 위원들이 청원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첫 해에 의 관세 다음 해에 그리55% , 45%, 
고 마지막 해에 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 조치가 고안되었다35% . 
해당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투표를 거친 후 미국 무역대표부와 오바마 대
통령에게 내용이 전달되었다.48)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안은  

년 월 일에 미국 무역대표부로 전달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2009 7 9 . 
통령에게 최종 권고를 하기 전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월 일에 공청회8 7
를 열었다.49)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타이어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 

47)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earing in 
Investigation in the matter of : Certain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China,” Investigation No.: TA-421-7, June 2, 2009. 
48)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ffice of the Secretary, 
Publication No.4488.
49) USW News, “USW Request Appearance Before USTR on China Tire 
Imports Remedy_Public hearing Aug, 7 becomes last step in 
recommendation to President,” July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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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타이어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 

47)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earing in 
Investigation in the matter of : Certain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China,” Investigation No.: TA-421-7, June 2, 2009. 
48)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ffice of the Secretary, 
Publication No.4488.
49) USW News, “USW Request Appearance Before USTR on China Tire 
Imports Remedy_Public hearing Aug, 7 becomes last step in 
recommendation to President,” July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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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지지하는 명의 상원 의원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지11
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50)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보호무역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대부. 
분 민주당 후보들로 타이어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
는 의원들이었다.

최종 기한인 년 월 일보다 이른 월 일 오바마 대통령2009 9 17 9 11 , 
은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하였다.51)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  
성명문을 통해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the President today signed a determination to apply … 
an increased duty to all imports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Chin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in 
order to remedy a market disruption caused by a surge in 
tire imports. The President decided to remedy the clear … 
disruption to the U.S. tire industry based on the facts and 
the law in this case.”52)

50) 명의 상원 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1 . Blanche Lincoln, Evan Bayh, 
Debbie Stabenow, Bob Casey, Jr., Sherrod Brown, Arlen Specter, Kristen 
Gillibrand, Lindsey Graham, Mark R.Warner, Kay R.Hagan, Richard Burr. 
51) The White House, “Proclamation Address Market Disruption from 
Imports of Certain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September 11, 
2009,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proclamation-addres

s-market-disruption-imports-certain-passenger-vehicle-and-light-. 검색일 (
2019.03.30)
52) The White House,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on the 
Remedy to Address Market Disruption from Imports of Certain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September 11, 2009,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statement-press-se

cretary-remedy-address-market-disruption-imports-certain-passenge. 접속(
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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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
가 국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하지. 
만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제시한 해결안보다는 완화된 정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년부터 첫 해 동안은 의 관세 다음 . 2009 35% , 
해에는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30%, 25%

53) 의원은 공화당에 소속된 상원의원이었으나 년 월 일  Arlen Specter 2009 4 28
이후로 민주당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Name Chamber State District Party

Arlen Specter Senate Pennsylvania Democrat53)

Blanche 
Lambert 
Lincoln

Senate Arkansas Democrat

Evan Bayh Senate Indiana Democrat
Sherrod 
C.Brown

Senate Ohio Democrat

Robert P. 
Casey

Senate Pennsylvania Democrat

Louise 
Slaughter

House New York 28th Democrat

Robert B. 
Aderholt

House Alabama 4th Republican

Tom Cole House Oklahoma 4th Republican
Timothy J. 

Ryan
House Ohio 17th Democrat

Carolyn 
Kilpatrick

House Michigan 13th Democrat

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4-1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공청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명단Commission)  (USITC, Investigation No. 

참고TA-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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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54) 

오바마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특수주의 연구에의 함의(4)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 타이어 생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했던 보호무역 정책 사례는 대통령 특수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특히 보. 
호무역 정책을 청원하였던 철강 노동조합과 이를 지원하였던 미국 노동총
연맹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는 오바마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선택하는 , 
데 있어 국내 정치적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
게 한다. 

타이어 수입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정상회담을 앞둔 G20 
시기에 시행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피할 수 . 
없는 위험이 있는 선택을 한 배경에는 선거 유인 당파적 동기 그리고 의, , 
회에서 연립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대통령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규명하고
자 한다 예시적 사례를 통해 가정한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주요 변수는 경합주와 입법의 영역에서 대통령의 선호를 지지할 수 있
는 의원이다.55) 다음 절에서는 예시적 사례를 통해 일차적으로 분석한 결 
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 및 검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 

54) Edmund L.Andrews, “U.S. Adds Tariffs on Chinese Tire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09/09/12/business/global/12tires.html 검색일 , (
2019.03.30)

55) 타이어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대표적 의원
으로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이었던 브라운 의원에 주목할 필(Sherrod Brown)
요가 있다 브라운 의원은 선거인단 투표수가 표인 주요 경합주를 대표하는 . 18
의원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안건에 대한 선호가 일치한 확률이 꾸준히 높
았다. (Stephen Koff, “Ohio Republicans say Sherrod Brown has voted 
with Obama 95 percent of the time,” Politi Fact,

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12/jan/25/ohio-republican-party/ohi

o-republ icans-say-sherrod-brown-has-voted-obama/ 검색일 , (
참고201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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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설계를 정리한다.

제 절 연구 방법 및 설계2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포함하여 과거 대통령들이 시
행했던 보호무역 정책의 역사는 특정 대통령의 선택에 국한되지 않으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즉 대통령이 보편적 이익보다 편협한 유권자들의 . , 
이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단일 사례를 넘어 보다 보편적인 상관관계. 
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 방법 및 계획을 정리하였다.

그림 는 연구 시기인 년을 시작으로 년까지 각 주들4-4 1986 2018
이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보상을 받았던 단순 빈도 차
이를 보여준다.56)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무역 조치는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품목
에 한정하여 수입 관세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이익. 
을 얻게 되는 국내 주요 생산 업체가 집중되어 있거나 생산량이 높은 주
들이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된다.  

특수주의 대통령과 선거 유인(1)  

56) 본 논문에서는 년부터 대통령이 선언 행정명령 그리고 성명서를 통해  1986 , , 
특정 산업 수입 품목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경우를 확인 및 정리하였
다 이후 기존 연구 에서 적용했던 방식을 따라 각 주. (Lowande et al 2012)

별로 해당 산업 분야의 생산량이 높은 상위 개 주를 보상 받은 지역(state) 5
나머지 주를 보상 받지 못한 지역 으로 나누었(rewarded =1), (rewarded = 0)

다 년부터 년까지 보상 받았던 횟수를 더하여 단순 빈도를 계산하였. 1986 201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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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의 대통령의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동기 중 첫 
번째는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지. 
내는 경우 재선 확률 두 번째 임기에 있는 경우 같은 정당의 후보의 당선 ,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 유인을 따른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선거에서 .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자원을 효과적
으로 분배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를 판가름하는 변수는 경합주의 
투표 결과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의 선택이 이목을 끄는 이. 
유는 각 주별 선거 결과가 승자 독식의 제도 를 (winner-takes-all system)
따르기 때문이다.57)

그림 보호무역 정책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은 빈도 차이 비교 4-4 
위의 그림은 각 주별로 대통령이 시행한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 경제적 이익
을 집중적으로 분배받은 빈도를 나타낸다 지도에서 밝게 표시된 지역일수록 .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된 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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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 제도를 따른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유권자 . 
개인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인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둘째 각 주별. , 

57) 승자 독식 방식을 따르지 않는 주는 과 두 개 주가 있다Maine Nebraska . 
하지만 투표 결과상으로 한 주에서 몰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드물며, 2008
년 와 년 의 투표에서 예외적으로 표가 나뉘었Nebraska 2016 Maine
다.(National Archives, “Distribution of Electoral Votes,” 

https://www.archives.gov/electoral-college/allocation 검색일 , ( 2020.06.15)) 

그림 대통령 후보에 대한 주별 지지도 그룹 및 분포 비교4-5  
는 각 그룹 내에서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선호 분포를 나타내며 평균 지,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룬다. 는 유권자들의 밀도가 높고 낮음을 표시하
며, 가 높을수록 같은 선호 지점에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주별 지지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왼쪽으. 
로 갈수록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색주 오른쪽으로 (blue states), 
갈수록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적색주 마지막으로 을 (red states), 0
중심으로 높은 밀도를 보이는 경합주 로 분류할 수 있다(swing states)

의 그림 을 참고(Person and Tabellini 2002, p.5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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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출된 선거인단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마지막 단. 
계에서는 각 주별 선거인단의 표를 합산하여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된다.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기준과 방식은 상이하다 각 주의 . 
정당들은 선거인단 후보를 지명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다 정당. 
위원회는 주로 정당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선정
한다 유권자들은 공개된 선거인단 명단을 기준으로 어떤 정당의 선거인단. 
에 투표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차 선거에서 더 많은 득표를 받은 대통1
령 후보의 편 명단에 있는 선거인들이 그 주의 선거인단으로 지명되며 대, 
통령 선거 때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를 하게 된다.58)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는 선거인단의 수 역시 주별로 차이를 보인
다 선거인단의 수가 가장 적은 알래스카 몬태나 다코타 등은 명의 선. , , 3
거인단을 보유하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배정받으
며 그 수는 총 명에 이른다55 .59) 

주별로 상이한 선거인단의 수와 승자 독식의 제도의 결합은 대통
령이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전략적으로 분
배되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대통령이 합리적 행위자라는 . 
점을 가정한다면 경제적 보상의 차등적 분배를 통해 선거에서의 승리 가
능성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있어 각 주들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두 그룹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선거 결. 
과가 확고한 주이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청색주

그리고 공화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하는 적색주(blue states), (red 

58) National Archives, “About the electors,” 
https://www.archives.gov/electoral-college/electors#qualifications 검색일 , (

2020.05.19.)
59) 미국이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유는 (electoral college) 
각 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선거인단은 총 명이며 . 538
각 주별로 선거인단의 수는 다르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별로 명의 상원의원. 2
에 더해 하원 의원들의 수만큼 배정된다. (National Archives, “Electoral 
College,” https://www.archives.gov/electoral-college/about 검색일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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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보다는 states) . 
매 선거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며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경합
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60) 

그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당파성이 짙은 주들의 경우 4-5
대통령이 한정적인 시간이나 자원을 배분하더라도 선호와 이념이 반대쪽
에 있는 주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민주당 혹은 공화당 후보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당파적 선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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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을 하는 대통령 후보자들은 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 더 큰 효
용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61)  

대통령 선거가 승자독식의 제도를 따른다는 점에서도 경합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선거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수. 
차례 거론되어 온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 , , 
나 등의 지역은 최소 표 최대 표를 얻을 수 있는 거대 지역이다 그15 , 29 . 
러므로 상대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게 되더라도 그 주에 할당된 전
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합주로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효율적인 경제적 이익 분배 전략을 . , 
시행할 동기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선거 결과 및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경제적 상황의 영향
을 받는다는 주장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어 왔다.62) 나아가 보다  
지역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대통령 후보
에 대한 지지 및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대통령의 지역에 
대한 분배 정책 결과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0) Pro-Democratic States, Pro-Republican States, and Swing States
61) 이와 같은 가정은 공간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선호 체계 및 투표 양상을 분 
석한 모델과 의 중위투표자 정리를 따른다Hotelling Downs . (Hotelling 1929; 

차원적 공간 모형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호 혹은 이념이 위Downs 1957) 1
치한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더 가까운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가정한다. 

62) Nadeau and Lewis-Beck 2001; Lewis-Beck and Stegmaier 2000; 
Erikson 1989; Hibbs 1989; Fiorina 1981; Tufte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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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무역 정책의 결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Park and Reeves 2018). 
인 영향을 받게 되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들의 지지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 정책에 있
어 대통령의 특수주의 동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즉(Jensen et al 2017). ,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결과 지역에 분배되는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익
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대상으로 경합주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는 대통. 
령 선거에서 경험주인지 여부를 단순히 나눈 반면 본 연구는 각 주별로 , 
선거인단 수의 차이 또한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합주들 그 중에서도 선거인단의 수, 
가 집중되어 있는 주일수록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설 선거인단 투표수가 많은 경합주 일수록 대통령1: (swing state)
으로부터 보호무역 정책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특수주의 대통령과 당파적 동기와 입법 동기(2) 

대통령은 한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
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정당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대통령의 . 
복합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의견은 시기 대통령의 소속 정당 혹은 분점 , , 
정부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63) 하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대통령 

63) 반면 의  Klinghard 2005; Lowi 1986; Tulis 1987; Seligman 1978. Galvin
연구는 정당의 리더로서 대통령의 역할은 대통령의 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였
다고 주장하였다 공화당 대통령들은 정당의 발전 및 세력 확장 .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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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의 지도자로서 당파적 이익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64)  

정당의 리더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들은 대통령이 같은 
정당 후보들이 분포해있는 지역구에 더 많은 자원을 전략적으로 분배한다
고 주장하였다.65) 이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공공시설의 설 
치 및 확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되어왔다 또한 특수주의 대통령의 보호. 
무역 정책 시행을 분석한 외 인의 연구는 대통령이 당파적 동Lowande 2
기에 따라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며 같은 정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전략
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Lowande et al 2017). 

본 논문은 대통령이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을 지지하는 선택이 조
건부 하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정당의 리더로(conditional) . 
서 정당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같은 정당 후보들을 지지하려는 동기
를 갖지만 동시에 같은 정당 후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 공약을 지켜
야 하는 동기를 갖는다.66) 대통령의 주요 안건을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해 
서 일방주의적 선택을 내릴 수 있으나 여론은 국내적으로 주요한 변화를 , 
야기하는 안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친 입법을 선호한다.67)

을 모색한 반면 민주당 대통령들은 이와 같은 동기에 민감하게 반응building)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입지를 활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고 분석하였다(Galvin 2009).

64) Wood 2009; Kriner and Reeves 2015; Cohen 2009, Lowande et al 
2017.

65) Kriner and Reeves 2015; Christenson et al 2012; Hudak 2012, 2014; 
Rogowski 2014; Albouy 2013.

66) “Every modern president has presented Congress with an agenda 
and has interven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work for its passage. 
One critical factor upon which a president’s success in that endeavor 
rests is his ability to mobilize his core supporters on those votes he 
considers to be critical.” (Covington 1987a, p.77) 

67) 는 국가적으로 주요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안일 경우 대통령과  EdwardsⅢ
의회의 동의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왕(Edwards 1985). Ⅲ 
적 대통령제 에 주목한 다수의 연구들도 대통령이 독단(imperial presidency)
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려는 일방주의적 선택을 내릴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Christenson and Kriner 2017b,2017c, 2019; 
Reeves and Rogowski 2016, 2018; Posner and Vermeul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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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한 반면 민주당 대통령들은 이와 같은 동기에 민감하게 반응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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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하였다(Galvin 2009).

64) Wood 2009; Kriner and Reeves 2015; Cohen 2009, Lowande et al 
2017.

65) Kriner and Reeves 2015; Christenson et al 2012; Hudak 2012, 2014; 
Rogowski 2014; Albouy 2013.

66) “Every modern president has presented Congress with an agenda 
and has interven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work for its passage. 
One critical factor upon which a president’s success in that endeavor 
rests is his ability to mobilize his core supporters on those votes he 
considers to be critical.” (Covington 1987a,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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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주
요 안건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 
의회의 동의를 수반하는 정석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의회에서 같은 정당의 후보들이 단순히 . 
의석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주요 안건에 대한 입법을 원활
히 할 수 있도록 연합을 형성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는다(Sullivan 
1988, p.578).

미국 헌법 제 조에 명시되어있듯이 미국의 법을 제정 및 개정 혹1 , 
은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선호하는 정책. 
과 주요 안건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
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나 의회 내에서 (Beckmann 2010, pp.1-2.). 
양극화가 심해지고 의정 활동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유사한 정책 선호를 표방하며 대통령이 중시하는 정책에 대한 찬성표, 
를 행사하는 의원들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의 입법 영역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의원들의 분포 및 밀도가 보호무역 정책의 수혜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가설 대통령과 주요 안건에 대한 입법 선호가 유사한 의원들의 2: 
밀도가 높은 주일수록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
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연구 설계 및 방법(3) 

본 연구의 주요 가설들을 검증하는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년부. 1986
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중간 선거가 있었던 년까지로 설정하였다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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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을 분석 시기의 시작점으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1980 . 
째 실증 분석을 통해 대통령이 당파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당별로 양극화가 본격화된 년 중반 이후부터1980
의 보호무역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분(Cohen 2009, pp. 40-42). , 
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확보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년부터이기 1986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요 목표는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로 인해 경
제적 이익을 집중적으로 분배받게 되는 승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 
어떠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통계 분석에 적용한 단위는 주 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 (state) . 
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하였다 첫째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적 특. , 
성을 고려하였을 때 선거구이자 지역 단위는 주를 기준으로 한다 승자 독. 
식 제도를 따르지 않는 두 개의 주를 제외하고 선거 결과는 주별로 합하
여 결정이 된다 또한 하원 의원들은 보다 세부적인 지역구(aggregated) . 
를 대표하지만 한 주의 일부 구역을 대표하며 상원은 주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각 주는 분석 단위로서 유의미하다 통계 분석에 포함되는 대상. 
은 미국의 개 주로 설정하였다50 .68) 

통계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 변수는 이항 변수 이. (binary variable)
며 비선형 변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종속 변수는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 
책 시행 결과로 인한 승자 여부 이다 그러(winner of the protectionism) . 

68) 미국은 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파벳순으로 50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이다 컬럼비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 
아 지구 를 포함하여 개주라고 간주되기도 하나 본 연구(Columbia District) 51
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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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함으로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
인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King and 
Zeng 2001; Everitt and Hothorn 2017, Ch.6).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통령이 시행하는 보호무역의 결과 경제적
인 보상을 받는 승리자가 되는지 여부 이다 앞서 언급(winner or loser) . 
하였듯이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로 인해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배받게 
되는 승자는 한정적인 반면 그 비용과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패, 
자는 다수이다 미국의 개 주를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시행 결과로 . 50
승자가 되는 경우 아닌 경우를 으로 구분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 보호1, 0 , 
무역 정책의 결과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분석하였다.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분배받는 승
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 연구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69) 대통령이 행정 명령과 선언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하는 보호무 
역 정책은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한 제한적인 관세 인상 혹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따른다 그러므로 보호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에 대. 
한 각 주별 생산량을 파악함으로써 종속 변수를 정리할 수 있다. 

년을 시작으로 년까지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여 일방적1986 2018
인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했던 사례는 총 회이다35 .70)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시행 사례와 보호 관세를 적용받는 산업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 온라인 대통령 기록관 프로젝트(The American Presidency 

의 자료 및 외 인의 부록을 참고하였다Project) Lowande 2 .71) 
미국 대통령 기록관 프로젝트에는 대 대통령부터 현 대통령인 트1

69) Lowande et al 2017, pp.274-275.
70) 표 을 참고 Ibid., Appendix p.1. A3 . 
71) John Wolley and Gerhard Peters,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 검색일 ,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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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사례와 보호 관세를 적용받는 산업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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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 및 외 인의 부록을 참고하였다Project) Lowande 2 .71) 
미국 대통령 기록관 프로젝트에는 대 대통령부터 현 대통령인 트1

69) Lowande et al 2017, pp.274-275.
70) 표 을 참고 Ibid., Appendix p.1. A3 . 
71) John Wolley and Gerhard Peters,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 검색일 ,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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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행정 명령 성명서 발표 선언 국정연설 등, , , 
의 기록이 총집합되어있다 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 대통령이 . 1986 2018
각서 혹은 선언 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memorandum), (proclamation)
보호무역을 시행했던 사례들을 차적으로 정리하였다1 .72) 이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와 패자를 나눈 주를 구분하는 기본 자료를 구축하
였다.

각 주별로 해당 산업 분야의 생산량 순위를 나열한 후 상위 개 5
주를 승자 그렇지 않은 주들은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 패자 (winner =1), 

로 구분하였다(winner = 0) .73) 그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주 4-4
별로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되는 빈도는 차이를 보이며 특정 주는 비교, 
적 승자가 되는 횟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와 . 
패자를 가르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 더욱 민감, 
하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 변수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독립 변수는 주요 
경합주 변수와 대통령과 입법 선호 유사도가 높은 의원들의 (Swing State) 
빈도 변수이다 먼저 주요 경합주는 두 단계를 거쳐 코딩하였다 첫째 경. . , 
합주 여부를 이항변수로 하여 경합주에 해당하는 경우 (swing state = 1)
와 비경합주 로 분류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는 (swing state = 0) .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변수이지만 경합주와 비경합주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은 다양하다 본 연구는 특수주의 대통령 연구와 특수주의 대. 
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적용하였던 기준에 따라 

72) 외 인의 연구의 부록을 참고하였으며 이후의 시기는 미국 온라인  Lowande 2 , 
기록관 프로젝트를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목록은 부록 표 에 첨부하였다. 3 . 

73) 생산량 기준 상위 개 주를 확인할 수 있는 차 자료는 외 인의 5 1 Lowande 2
논문에 첨부되어 있는 부록을 참고 하였다 부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보호. 
무역 조치의 경우는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Economic Cens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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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주를 정의하였다.74) 
경합주는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세 차례

의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 간 득표율 중75) 패배한 후보의 득표율이  
이상이었던 주를 경합주로 정의 및 분류하였다 먼저 대통령 기록관 45% . 

프로젝트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선거에서 어떤 주
가 경합주였는지를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던 해를 . 
포함하여 세 차례 이상 경합주로 표시되었을 경우 경합주 변수를 아닌 1, 
경우 으로 표기하였다0 . 

둘째 각 주별로 상이한 선거인단 투표수를 반영하여 경합주간의 , 
중요도 차이를 계산하였다.76) 선거인단 수는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같은 정보를 입력하였다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선거인단 . 
투표수 대비 해당 주의 선거인단 수를 계산한 결과를 변수로 적용하였다. 

두 번째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통령과 입법 선호 유사도가 
높은 의원들의 빈도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회 내 .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과 같은 정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책이 입법될 수 있게 하는 , 
중요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원 상원 의원들 중 대통령과 . , 
같은 정당에 속하는 의원이며 동시에 대통령의 입법 선호와 유사도가 높, 
은 후보들이 많이 분포되어있을수록 그 지역은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 투표 정보 자료 중 대통령 지지도 점수 (Vote View) 
를 활용하여 각 의원별로 대통령과 입법 유(Presidential Support Score)

사도를 측정하는 기본 자료를 준비하였다.77)  

74) Kriner and Reeves, 2012; Lowande, Jenkins, and Clarke, 2017.
75) 주로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간의 득표율을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어  . A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였고 공화당 후보가 패배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공. 
화당 후보가 패배했지만 득표율이 이상이었을 경우 경합주 그 45% (Swing=1), 
미만일 경우 비경합주 으로 표기하였다(Swing =0) . 

76) National Archives, “Electoral College Results,” 
https://www.archives.gov/electoral-college/results 검색일 ,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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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  

위의 수식은 보다 구체적으로 각 의원별 대통령 지지율을 계산한 
방식을 보여준다 대통령 지지점수는 양원 중 .  상원 혹은 하원 에 속해 ( )
있는 각 의원 가  연도별  년에서 년 로 대통령의 입법 선호에 (1986 2018 )
따라 호명투표에서 같은 의사를 표명한 비율을 계산한 값이다(Edwards 

대통령의 입법 선호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선1985; Pritchard 1986). Ⅲ 
거 공약 혹은 정책 선호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선호를 추론할 수 있는 , 
법안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 

77) Lewis, “Presidential Support Scores,” Vote View, 
https://voteview.com/art ic les/presidentia l_support_scores 검색일 , (

2020.03.13.)

그림 미국 의회 하원 및 상원의 평균 대통령 지지도4-6  
양당의 연도별 대통령 지지도 평균은 대통령의 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 
하원의 경우 점을 기준으로 같은 정당 인지 혹은 반대 정당50 (coparty)

인지 여부에 따라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상원의 경우 (opposition party) . 
유사한 차이를 보이지만 비교적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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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찬성 혹은 반대표를 행사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일치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일치로 간주한다, .78)

의원들의 대통령 지지점수를 활용하여 높은 입법 선호 유사도를 
보이는 의원을 선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과 같은 정당 후. 
보들의 연간 지지도 평균값을 계산한 후 개별 의원들 중 그 이상의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의원을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의회의 양극화가 심. 
한 시점에서 대통령과 같은 정당 의원들의 지지점수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당의 평균 이상의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의원들은 .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선호를 실현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별로 경골한 지지자의 합을 구하여 주별로 대통령. 
과 입법 선호 유사도가 높은 의원들의 단순 빈도를 분석에 활용할 변수로 
설정하였다.

기타 변수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는 승자는 
경제적인 요소로 인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밝혔듯이 . 
각 지역의 실업률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각 주별 실업률 변수를 통(Park and Reeves 2018). 
제한 후 주요 독립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 주별 실업률 . 
자료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경제 연구(Federal Reserve Bank  

사이트에서 확인 및 정리하였다of St. Louis Economic Research) .79) 
또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였던 같은 정당의 취약

한 후보들 의 비율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co-partisan vulnerability) . 

78) Lewis, “Presidential Support Scores,” Vote View,
 https://voteview.com/art icles/presidential_support_scores 검색일 ,(

2020.03.13.)
79)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Unemployment Rate in Florida 

[FLUR], retrieved from FRED,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검색일 https://fred.stlouisfed.org/series/FLUR,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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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의원들의 취약도는 같은 정당의 상원 하원 의원들 중 가장 최근 선, 
거에서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의원들의 수를 전체 의원 수로 나눈 55% 
비율을 계산한 값이다 기존 연구는 높은 주일수록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 
높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당 후보(Lowande et al 2017; pp.275-276). 
들의 취약도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같은 정당의 후보라면 모두 동등한 정
도로 중요도를 갖는다고 가정하게 되며 단순히 각 의원들이 의회의 입법 , 
영역 내에서 대통령의 연합을 형성하는 데 갖는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상대 정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확고한 
당파적 투표 결과를 보이는 적대적인 주 변수와 대통령 (Hostile States) 
선거 그리고 중간선거 및 상(Presidential Election), (Midterm Election) 
원의원 선거 년도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Senate election) . 
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제 절 통계분석 및 결과 3 

본 절의 목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logistic regression) 
주요 독립 변수들이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승자가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80) 모델은 군집 표준 오차 (clustered 

80)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얻게 되는 계수는 승산비로 모델에서 설정한 독립  
변수의 단위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승산이 배 만큼 증가1 exp(coefficient)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확률. 

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probability) Pr exp
exp 식*100 

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참고  ( : UCLA Institute for Digital Research & Education_Statistical 
Consulting,https://stats.idre.ucla.edu/other/mult-pkg/faq/general/faq-how

-do-i-interpret-odds-ratios-in-logistic-regression/ 검색일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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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Winner of Protectionism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Weighted Swing 17.975úú 18.518úú

(8.572) (8.543)

Swing State 1.122úúú 1.249úúú

(0.365) (0.375)

House Support 0.077úúú 0.086úúú 0.078úúú 0.088úúú

(0.023) (0.021) (0.023) (0.021)

Senate Support ≠0.294 ≠0.293 ≠0.351 ≠0.365
(0.176) (0.176) (0.180) (0.180)

Presidential Election 0.125 0.171 0.154 0.202
(0.418) (0.469) (0.426) (0.481)

Midterm Election 0.757 0.685 0.764ú 0.711
(0.472) (0.463) (0.458) (0.453)

Senate Election ≠0.469 ≠0.459 ≠0.481 ≠0.479
(0.469) (0.475) (0.473) (0.482)

House Vulnerability ≠0.158 ≠0.007
(0.329) (0.338)

Senate Vulnerability ≠0.663úú ≠0.753úúú

(0.262) (0.263)

Hostile State ≠0.160 0.220 0.001 0.463
(0.285) (0.335) (0.306) (0.359)

Unemployment 0.168úú 0.174úúú 0.166úú 0.167úú

(0.069) (0.065) (0.069) (0.065)

Weighted Swing*Presidential Elec ≠7.048 ≠6.649
(16.363) (16.840)

Swing State*Presidential Elec ≠0.366 ≠0.357
(0.630) (0.641)

House Support*Midterm ≠0.047 ≠0.042 ≠0.048 ≠0.043
(0.039) (0.037) (0.038) (0.037)

Senate Support*Senate Elec 0.168 0.168 0.176 0.180
(0.264) (0.270) (0.263) (0.269)

Constant ≠4.239úúú ≠4.724úúú ≠3.842úúú ≠4.351úúú

(0.608) (0.626) (0.624) (0.641)

Clustered SE Y Y Y Y
Observations 1,600 1,600 1,593 1,593
Log Likelihood -279.430 -276.291 -275.745 -271.714
Akaike Inf. Crit. 582.861 576.581 579.489 571.428

Note: úp<0.1; úúp<0.05; úúúp<0.01

\4-3. \¿§Ò å¿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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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를 적용한 모델 그리고 적은 관측치로 인해 결과값이 높 error) , 
게 측정되는 문제를 통제한 희소 사건 모델 을 적용하(rare event model)
여 분석하였다.

표 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군집 표준 오차 분석을 적용한 4-3
결과들이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 속. 
해있는 지역인 주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미국의 개의 주에 대한 변, 50
수들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데이터에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자. 
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표준오차와 신뢰구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집표준오차 방식을 적용하여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81) 

모델 과 모델 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들만을 포함하여 분석한 1 2
결과이며 모델 과 모델 는 기존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강조한 바 있는 , 3 4
같은 정당 후보들의 취약도 변수를 추가한 후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모델. 
과 은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합주들의 중요도를 1 3
포함한 결과이며 모델 와 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경합주와 비경, 2 4
합주를 나눈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과 모델 의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뒷받침한1 3
다 두 모델은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의 투. 
표수가 증가할수록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양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둘째로 대통령과 입법 선호 유사도가 높은 의원들의 분포가 보호
무역 정책의 승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가설도 검증되었다 하지만 . 
결과는 하원과 상원에서 상이했다 먼저 하원의 경우 대통령의 입법 선호. 
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의원들이 다수 분포한 주일수록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두 번째 주요 가설을 뒷받침하, 
였다 반면 상원 의원의 경우 반직관적으로 오히려 주에서 유사도가 높은 . 
의원들이 증가할수록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과
를 얻었다 하지만 하원 의원들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상. , 

81) Greene 2012; Jackson 2019; Liand and Zege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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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Winner of Protectionism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Weighted Swing 1.668úúú 1.748úúú

(0.623) (0.624)

Swing State 0.059úúú 0.067úúú

(0.017) (0.017)

House Support 0.005úúú 0.006úúú 0.005úúú 0.006úúú

(0.001) (0.001) (0.001) (0.001)

Senate Support ≠0.014 ≠0.015 ≠0.017 ≠0.018
(0.008) (0.007) (0.008) (0.008)

Presidential Election 0.009 0.010 0.010 0.011
(0.017) (0.017) (0.017) (0.017)

Midterm Election 0.034ú 0.031 0.036ú 0.034ú

(0.020) (0.020) (0.020) (0.020)

Senate Election ≠0.021 ≠0.021 ≠0.022 ≠0.022
(0.022) (0.022) (0.022) (0.022)

SenateElecYear ≠0.021 ≠0.021 ≠0.022 ≠0.022
(0.022) (0.022) (0.022) (0.022)

House Vulnerability ≠0.0004 0.008
(0.017) (0.017)

Senate Vulnerability ≠0.033úúú ≠0.037úúú

(0.011) (0.011)

Hostile State ≠0.004 0.007 0.002 0.017
(0.012) (0.013) (0.012) (0.014)

Unemployment 0.008úúú 0.009úúú 0.008úúú 0.009úúú

(0.003) (0.003) (0.003) (0.003)

Weighted Swing*Presidential Elec ≠1.155 ≠1.140
(1.115) (1.115)

Swing State*Presidential Elec ≠0.032 ≠0.032
(0.029) (0.029)

House Support*Midterm ≠0.003 ≠0.003 ≠0.003 ≠0.003
(0.002) (0.002) (0.002) (0.002)

Senate Support*Senate Elec 0.007 0.008 0.008 0.008
(0.012) (0.012) (0.012) (0.012)

Constant ≠0.013 ≠0.030 0.005 ≠0.014
(0.021) (0.022) (0.022) (0.023)

Rare Event Y Y Y Y
Observations 1,600 1,600 1,593 1,593
R2 0.033 0.036 0.038 0.043
Adjusted R2 0.026 0.029 0.030 0.035

Note: úp<0.1; úúp<0.05; úúú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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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들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델 와 모델 는 대통령의 선거 유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2 4

에서 강조하였던 단순 경합주 여부를 이항변수로 분석한 결과이다 두 모. 
델에서 사용된 다른 변수들을 앞선 모델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통계분석 결과 기본적으로 경합주들은 비경합주인 주들에 비해 보호무. 
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였다 로그 승산비 값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 
본 연구의 주요 변수가 더 큰 차이를 야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희소 사건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4-4
한 결과이다 즉 종속 변수가 희소 사건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통계. , 
적인 오류를 통제한 결과이다.82)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연도별로 개  50
주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년에서 년까지를 포괄한다 그러나 1986 2018 . 
전체 분석 대상의 수에 비해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빈도와 
그 결과로 분배 정책의 승자가 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 
형태의 자료를 단순 분석할 경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 결과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표 의 모(King and Zeng 2001, pp.140-141). 4-4
델들은 이와 같은 잠재적 오류를 교정한 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와 모델 은 앞서 시행한 군집표준오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선5 6
거에서의 같은 정당 후보들의 취약도 변수를 제외하였으며 모델 과 모델, 7
에서는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모델 와 모델 은 첫 번째 주요 가설8 . 5 7
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합주의 선거인단 투표수 비율을 변수로 분석하였으
며 모델 과 모델 은 경합주 여부를 이항변수로 분류한 후 분석을 시행하, 6 8
였다. 

군집 표준 오차를 적용했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희소 사건 모델
을 적용한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경합주에서 선거인단 비율이 증가할수
록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사건 . 
분석을 적용할 경우 이전 결과에 비해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은 

82) 통계 프로그램인 에서 희소 사건 을 분석하는 패키지를  R (rare event) ‘Zelig’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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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통계 프로그램인 에서 희소 사건 을 분석하는 패키지를  R (rare event) ‘Zelig’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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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대통령과 . 
입법 선호 유사도가 높은 하원 의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주가 보호무
역 정책의 승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상원 의원들의 빈도 변수의 , 
경우 반직관적인 결과가 반복되었다 앞선 분석과 차이가 있었던 중간선거 . 
변수의 경우 희소 사건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간선거가 시행되
는 해에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즉 중간선거에서 같은 정당 하원 의원들. , 
에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써 보호무역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한 군집표준오차와 희소사건 분석 결과
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두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희소 사건 분석은 . 
군집표준오차를 적용했을 때보다 계수가 작아졌으나 모두 양의 상관관계
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 
수인 경합주의 선거인단 비율과 같은 정당 후보 중 대통령과 입법 유사도
가 높은 하원 의원들의 빈도에 모두 적용된다. 

본 장의 통계 분석 결과는 여덟 개 모델 모두 특수주의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가 보호무역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는 점을 뒷받침하였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경합주들의 경우 비경합주에 비해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 나아가 경합주 간에는 선거인단 투표수가 많아질수록 보호무. 
역 정책의 승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집중적으로 분배받게 될 확률이 높아
진다는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두 번째 정치적 요소인 대통령과 입법 . 
선호 유사도가 높은 의원들의 밀도는 상원과 하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 
원 의원들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상원 의원. 
들의 경우 반직관적으로 반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주별로 유사도가 높은 상원 의원들의 밀. 
도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통령 지지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당파적 ,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60 -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대통령과 . 
입법 선호 유사도가 높은 하원 의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주가 보호무
역 정책의 승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상원 의원들의 빈도 변수의 , 
경우 반직관적인 결과가 반복되었다 앞선 분석과 차이가 있었던 중간선거 . 
변수의 경우 희소 사건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간선거가 시행되
는 해에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즉 중간선거에서 같은 정당 하원 의원들. , 
에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써 보호무역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한 군집표준오차와 희소사건 분석 결과
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두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희소 사건 분석은 . 
군집표준오차를 적용했을 때보다 계수가 작아졌으나 모두 양의 상관관계
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 
수인 경합주의 선거인단 비율과 같은 정당 후보 중 대통령과 입법 유사도
가 높은 하원 의원들의 빈도에 모두 적용된다. 

본 장의 통계 분석 결과는 여덟 개 모델 모두 특수주의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가 보호무역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는 점을 뒷받침하였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 결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경합주들의 경우 비경합주에 비해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 나아가 경합주 간에는 선거인단 투표수가 많아질수록 보호무. 
역 정책의 승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집중적으로 분배받게 될 확률이 높아
진다는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두 번째 정치적 요소인 대통령과 입법 . 
선호 유사도가 높은 의원들의 밀도는 상원과 하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 
원 의원들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상원 의원. 
들의 경우 반직관적으로 반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주별로 유사도가 높은 상원 의원들의 밀. 
도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통령 지지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당파적 ,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61 -

제 장 결론5 

제 절 논문 요약1 

미국의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 장벽을 낮추려 하는 반면 의회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보호무역에 대한 선호가 있다는 전통적인 가정은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현상을 외면하였다 하지. 
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비롯하여 미국의 대통령들이 
의회를 우회하여 일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했던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통령들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했던 사. 
례들에 주목하여 잠재적인 동학과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는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특수주의 대통령에 주목하였다 대통령 특수주의란 대통령. 
이 선거 유인과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에 따라 특정 지역에 더 많
은 자원을 분배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 경제적인 이. 
익을 얻게 되는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며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한 반면 발, 
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국가 전체로 분산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보호무역 . 
정책은 대통령 특수주의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수주의의 시각에서 보호무역 
정책 시행의 동학을 분석한 연구에는 많은 공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본 .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대통령의 . , 
보호무역 정책 시행 사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서 한 발 
나아가 위임정치의 제도적 변화와 동학에 대한 설명을 더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보호무역의 영역에서 대통령이 전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
던 원인으로 위임 정치의 역설을 정의하였다 위임 정치의 역설이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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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
이 역으로 대통령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역설을 의
미하였다 본 논문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위. 
임 및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추가한 국내 산업 보호 권
한 조항이 특수주의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고 분석하였
다. 

둘째 본 연구는 대통령의 특수주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변수로 경, 
합주 그 중에서도 주별로 상이한 선거인단 투표수 및 대통령과 입법 선호 , 
유사도가 높은 의원들의 지역별 밀도에 주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 
통령의 선거 유인과 입법의 영역에서 공약을 이행하고 선호하는 정책을 
법제화하려는 동기가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두 변수를 반영한 주요 가설들을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의 . 
특수주의 대통령 논의를 보완하였다. 

또한 년까지 한정되어 있는 기존 연구의 분석 기간에 년2006 2018
까지 자료를 추가하여 보다 확장된 자료를 구축하였다 년부터 . 1986 2018
년까지 시행되었던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사례를 반영하여 경합주 중 
선거인단의 투표수 비중 변수와 각 주별로 대통령과 정책 선호 일치도가 
높은 의원의 수를 변수로 하여 어떤 주가 보호무역 정책의 승자가 될 확
률이 높아지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예시적 사례와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대통령은 선거 유인과 같은 
정당의 의원들 그 중에서도 입법 선호 일치도가 높은 의원들이 많이 분포, 
해있는 지역일수록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전략적으로 분배
할 동기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은 결. 
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는 
이례적 현상이 아니며 대통령들이 특수주의 동기에 따라 선택의 패턴을 , 
보이는 정치적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무역. 
정책에 있어 위임정치의 역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앞으로도 보호무역
의 시행 여부가 정치적 동기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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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논문의 의의 및 발전 방향2 

본 논문의 의의는 대통령이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의 동학을 특수주의 
대통령 논의를 통해 분석하고 보완했다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는 국제정치경제  연구에 있어 한 국가의 보호무역 정책이 시행되는 (IPE) 
원인으로 국내 제도와 정치적인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유
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특수주의 동기와 분배 정책 연. 
구에 있어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사례에 집중함으로써 미국 정치 연구(AP) 
에서 많은 부분 공백으로 남아있는 영역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본 논문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지점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남겨두었다 연구의 주된 초점은 정책을 시행하는 행위자인 미국의 대통령. 
의 선택에 맞추어져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 시행 여부를 .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동기에 따르며 어떤 요소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로 . 
인해 실제 유권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혹은 대통령과 같은 정당 의원들에 , 
대한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실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유권자들이 특수주의 대통령의 전략적인 . 
분배 정책에 대해 반응 을 보이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responsiveness) ,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는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특수주의 
동기에 따른 무역 정책을 시행한다는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 단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통계분석은 분석의 대상을 주. 

로 설정하였다 이는 대통령 선거의 제도적 특성과 지역 단위를 고(state) . 
려한 결과이다 하지만 최근 무역 정책과 국내 산업 및 선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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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세부적으로 기업을 단위로 한 분석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별 생산량 외에 보호받은 항목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의 수입 혹은 보다 
세부적인 지리적 위치 를 기준으로 하는 분석을 시도함으로(county-level)
써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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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idential Particularism on 

Protectionist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Hyein Yang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tectionist policies implemented by the US presidents, including 
President Trump's decision to increase tariff in 2018, are typical 
cases of presidential particularism. Presidential particularism 
refers to the tendency to prioritize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targeted constituents over national constituents. As a 
result of the protectionist policies, highly targeted states can be 
rewarded while sacrificing voters' general well-being. Despite the 
multiple implementations of protectionist policies by the US 
president, however, there has been a void between the research 
of presidential particularism and protectionis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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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ontext, this study's research question is as 
follows: Who is the winner of the disproportional allocation of 
rewards as a result of the presidential protectionist policy? 
Exploring the presidential protectionist policies from 1986 to 2018, 
this paper argues that (1) the number of electoral college votes 
of swing states and (2) the density of co-partisan legislators with 
high similarity in legislative preferences with president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being the winner of presidential protectionism. 

In order to develop the particularistic president theory on 
protectionist policies, this research also defines the 'paradox of 
delegation.'  By exploring the paradox of delegation, this paper 
explains how the dynamics of check-and-balance regarding trade 
authority establishes room to maneuver of the president. 

This paper has two contributions. First, by defining the 
paradox of delegation, this paper develops the theoretical 
groundwork of particularistic presidents and expands to the cases 
of protectionist policies. Secon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impacts of electoral, partisan, and coalition building incentives on 
presidential protectionist policies. In particular, this paper 
emphasizes the roles of the swing states, especially with many 
votes, and the density of legislators with a higher degree of 
similarity with the presidents' preference.

keywords : particularistic president, protectionist policy, paradox 

of delegation, swing states, density of legislative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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