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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국 통양정책 결정파점애서의 효버스트왜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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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롬: 문제빼껴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세계경제여건과 국내경제상황 하에서 수출입을 중심으로 한 대외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수단으로 정의된다. 경제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 또한 거사적 측면에서 미국이 처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의해 결정 

된다. 그러나 마국의 통상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이 경제여건의 단순한 반영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며， 정책으로 결정되어 수행되기까지에는 수많은 행위자들의 참여가 수반되 

는 것이다. 그 행위자들은 미국이 처한 국내외 경제적 상황을 각기 다르게 인식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상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최종결 

정이 도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통상정책을 규벙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통상정책을 외교정책 

목표의 큰 틀속에서 이해하려는 구조주의적 접근방법과 통상정책의 국내적 요인， 즉 이익 

집단의 영향력 연구 등의 미시정치경제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통상정 

책이 한 국가의 상대적 국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은 자유무역정책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미국이 1945년 이후 보호무역정책에서 자유무역정책으로 선회한 

것을 그 예로 든다. 후자는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관련 이해집단들이 

어떠한 통상정책을 산출하는가에 춧점을 둔다. 1930년대에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가 있었 

펀 것은 국내관련 집단들의 힘의 우위에 변화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 

통상정책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는 무역수지， 실업률， 경거주기， 선거주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익집단과 로버스트들을 포함한 정치행위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나름대로 분석 

하여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이익집단들은 판매량 감소， 수익 감 

소 그리고 도산에 직면하여 의회와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각종 무역규제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외국으로부터의 수업증가로 산업이 위축되어 실업과 임금저하의 위험에 처할 

1) Judith Goldstein, “The Political Economy of τ'rade: Institutions of Protection," APSR v뼈.80. No. 

1. March, 1986, pp.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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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노동조합 역시 통상정책의 재고를 촉구한다. 

본 본문은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로비스트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하는데， 이 

것은 미시정치경제적 접근방법이 미국의 정책결정과정 분석에 유용하며 가능하다는 전제 

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정으로 공개성， 복잡성을 지적할 수 있다. 제 3 

세계국가나 이전의 사회주의국가 내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비공 

개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었다. 미국정책결정과정의 공개적인 성격은 민주정치적 질서 

가 제도화되었음에 기인하고 있으며， 복잡성은 미국의 연방제， 양원제로 인해 권력이 분 

산되어 있음에 기인한다고 단순화시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은 다른 이익집단과 

로비스트의 활동을 유인하며， 동시에 이들 행위자의 역할이 미국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과 

민주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정치과정에서 로비활동이 갖는 중요성과 그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정치학 문헌에 

서 다루어졌기에 본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통상정책과 관련된 로비활동의 특성을 로비활 

동의 주체， 대상과 활동전략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가셜화한 후， 이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사례연구방법을 택한 이유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 미국의 정 

책결정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기보다는 한미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상문제를 큰 갈등없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의 이해를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투입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통상 

정책과 관련된 로비활동의 분석이 필요했다. 

ll. 가설 : 미통상정책관련 로비활동의 특정 

통상정책에 관련된 로비활동 주체의 범주는 융통성을 갖고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로 

비의 주체는 이익집단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통상정책에 있어 대통령의 로비활동 

(Presidential Lobby) 이 나 행 정 부의 로비 (Executive Lobby) 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기 때 

문이다. 통상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은 주로 경채이익집단으로서， 기업이익집단， 노동이 

익집단， 농민집단，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관여할 것이며， 동시에 통상정책은 본질적 

으로 외국정부나 기업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비주체로서 외국정부나 기업의 이 

익을 대변하는 외국로비스트를 포함시키게 된다. 통상업무에 관련하는 로비스트들이 일반 

로비스트와 개인적 특성에서 차이점이 별로 없겠지만， 통상관련 전문지식이 통상로버스트 

의 주요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비추어 회전문현상이 통상로비스트 충원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로비활동의 대상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내의 통상관련위원회나 부서 그리고 선거구민을 

포함한 일반국민을 들 수 있으며， 통상정책의 성격에 따라 대상의 중요성도 다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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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하 양원의 정당 세력분포에 따라서 로비활동의 비중도 다르게 된다. 

의회에서는 우선 상원의 금융 · 주택 · 도시문제상임위원회， 재무위원회， 외교위원회， λ、
--'-

기업특별위원회와 산하 관련 소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하원에서도 금융， 재정， 

도시문제위원회， 에너지 。 통상위원회， 소기업위원회， 세입위원회등이 활발하다. 미의회는 

소속정당을 넘어서서 철강위원회나 섬유위원회등을 만들어 통상관련법안의 성격을 결정지 

으려 하기도 한다， 보호무역주의적 법안을 주장하는 의회내의 강철위원회는 철강업계의 

로비활동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이익집단의 로비대상이 된다. 

행정부내에서 통상대표부 (Office ofU.S. ￦ade 묘epresentative) 가 가장 중요한 부서이며， 

다음으로는 상무부로 대외통상업무는 국제무역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이 담당한다. 재무부는 IMF와 협조하여 외국 정부가 국제수지 흑자를 누라면서도 불 

공정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다 농 

무부도 통상정책결정의 중요부처이며， 이들 부처간 통상협의체인 통상정책위원회 (τ￥ade 

Policy Committee: TPC)가 구성되어 있으며 USTR이 협의체 의장이 된다 

독립행정기관으로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가 있어 외국과의 통상이 미국내 생산， 고용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초당적 

준사법기관으로 기능한다. 해외민간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도 독립적 정부기관으로서 통상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통상로비스트들은 행정 각부처가 통상정책에 있어 어떤 부문에 중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즉 재무부는 마통상정책과 관련된 국제금융권의 반향에 관심이 있으 

며， 0뼈B는 통상정책의 비용， 국무부는 외교정책에 끼칠 영향， 농무부는 수입， 수출의존 

적인 농민들의 상호갈등 노동부는 고용과 임금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 

하다 

다음으로 통상관련 로비전략으로서 연합로비전략(Coalition Lobbying Strategy) 이 채택 

될 가능성이 많다. 논쟁적인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이익집단과 로비스트들이 정책결 

정에 참여하려 하는데 나름대로의 색깔과 정책기조를 지니고 있고， 정책결정을 위한 연합 

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연합전략은 정책의 찬반이 뚜렷하게 구분될 때 유용하게 사 

용된다. 

로비활동이 통상정책결정이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 

다. Schattschneider는 1930년 Smoot-묘awley Tariff Act의 결정과정을 연구한 후 이익집 

단과 로비 스트의 활동이 미 국통상정 책 결정 을 독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chattschneider 

는 반대이익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성 관세장벽은 높게 수립된다고 말했다. 그러 

나 바우어， 텍스터 등이 아이젠하워 상호무역협정에 대한 연구에서 이익집단의 압력행사 

는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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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사례연구 

1. 1962년 통상확대법안3) 

1962년 통상확대법안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통상정책에 관련된 행정부， 기업， 노동이익 

집단， 농민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증언이 계속되었으며， 의회 밖에서는 찬반 

그룹의 로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1962년 통상법안은 보다 폭넓은 통상을 보장하는 

법안으로서 이에 대한 찬반 로비활동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집단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집단간의 힘겨루기로 지속되었다， 

통상법안여 제출되기 이전부터 케네디 행정부는 행정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 힘썼 

다. 국무부와 상무부， 그리고 농무부， 노동부， 재무부간에 있을 잠정적 갈등은 해소하였 

다 그후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의 통상업무 담당인원을 10명으로 늘이면서 Tom 

Finney와 Lawrence F. 0’Brien에 게 대 의 회 설 득 임 무를 맡겼 다 

한편 국무부， 재무부， 농무부의 의회연락관을 동원하여 통상법안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케네디 대통령 자신도 1961년 12월 AFL-CI。와 NAM에 

서 통상에 관한 연설을 하였으며 , 그 이후 상하양원의 의원들과도 자주 접촉을 시도했다 

Committe for N ational ’표ade Policy(CNTP)는 기업인의 모임으로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53년 설립된 이후 줄곧 자유통상법안을 추진했으며， 새로운 통상법안이 

제안될 때는 언제나 청문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주장을 펼쳐온 대표적인 로비집단이다. 

1962년 통상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전문인원을 배로 증가시켰다. John W. Hight와 

Charles P. Taft가 로비 스트로 활약했는데 , 그들은 의 회 를 상대 로 한 로비 활동보다는 국민 

을 상대로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CNTP는 통상이슈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그 결과 

의 발표， 반대집단에 대한 논리적 반박에 힘을 쏟았다 w맘ade Talks~ 라는 뉴스레터를 발 

행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였고 그밖에 희합과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다 CN'I‘P는 타집단 

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는데， 의원 개개인의 선호， 유사법안에 최근 투표경향과 그외에 법 

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등을 서로 교환히였다. 

2) E. E. Schattschneider, Politic, Pressures and the Tariff A Study of Free Enterprise in Pressure 

Politics (New York: Prentice Hall, 1983). Raymond Bauer, lthiel de Sola Pool, Lewis Anthony 
Dexter, American Business and Public Policy: The Politics of Foreign Trαde (Chicago: Aldine, 
1963) 

3) 1962년 통상확대법안에 관한 논문은 Congressional Quarterly Inc. Congressional Quarterly성 

Guide to the Congress of U.S. Washington ,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71 와 
Congressional QuarterJy Inc. Legislators and Lobbyists: Congress under Pressure.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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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공회의소는 당시 2만 8천여개의 기업을 포괄하는 이익집단으로 회원들은 수출기업 

은 물론 수입을 주로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1962년 통상법안에 대해 완전한 의견통일 

을 이룰 수 없었으나. 결국 자유통상쪽으로 기울었다. 해외통상부가 로벼활동을 맡았으며 

상공회의소 지부조직을 통해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다. 1962년 2월 26일부터 3 

월 16일까지 상공회의소 임원들이 1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통상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 

고 그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상공회의소와 달리 쨌AM은 2만 2천회원이 수입， 수출확대에 

따른 이해가 상반되어 결국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통상법안중 관세인하 조항에 대해 

서 중립을 발표했다. 

1962년 AFL-CIO은 외국에서 미국기업이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부과에 관심을 집중시 

켰으나， 이후 행정부의 통상볍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지지를 결정했다.A용~L-CIO내부에서 

도 통상법 안에 대 한 반대 의 견 이 있 었 는데 , United ’rexile Worker월 Unite뼈 Brotherhood of 

Carpenters and Joiners, United Shoe ￦orkers 등이 이 그룹에 속했다. 

American 함arm Bureau Fe뼈eration(AFBF)는 통싱법안을 처음애 지지하였으나， 볍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농산물 수출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AF’B훤는 EC 

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면서 월g권밖의 국가 즉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회하도록 미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촉구했다. 결국 AFB뿜의 수정안이 세입위원회에서 받 

아들여졌다.A합BF는 160만 농업가구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들은 워싱턴보다는 주나 군 

(co뼈nty) 의 조직을 이용해 통상법안을 지지하였는데， 당시 30727ß 의 군중에 2700여군에 

A합BF지부가 조직되어 있었다. 

농민이익집단도 기업이익집단이나 노동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1962년 통상 

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할 수 없었다. 면방업자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변화재배농민단 

체를 포함해서 채소재배업자， 양모생산업자뜰도 반대진영에 합류했다. 

동종집단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으나 통상확대법안의 지지그룹간의 협조가 

순조로왔다. 백악관과 AFL-CIO, .AFBF , 상공회의소， CNT함가 상호협조하에 일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상확대법안은 큰 무리없이 성공활 수 있었다 4)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그룹도 그 색채가 다양했으며， 노동이악집단， 기업가이익집단， 농 

민집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집단간의 결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 

를 포괄하는 집단이 로비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맘ade Relations Council(TRC)은 1885년 남북전쟁 이 끝난 후 íJJ推塵業을 보호해 야 한다 

는 주장을 하며 등장한 American 합rotection Tariff League가 발전된 단체로서 점치 그 목 

표를 확장시켜 왔다. TRC는 관세뿐 아니라 수입할당제， 보조금제도 등 보호정책수단을 

4) John B, Judis “The Divide: 묘istory vs. NAFTA," The New Republic, October 1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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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면서， 그외에 GATT체제나 외국원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TRC는 통상법안의 제반 안정장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 또는 제외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위원회가 수입이 일정기간 동안 국내 소비수준에 

비추어 증가하여 국내기업의 판매， 수입， 고용이 감소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하도록 요구했다. TRC는 워싱턴의 McCormick Associates P묘회사를 로비대행으로 삼 

아 6명의 로비스트가 활약했으며， 통상이슈에 대한 스티커， 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했다. 

다음으로 Nation-￦ìde Committee on Imporl-Exporl Policy는 Oscar 묘. Strackbein이 설 

립한 단체로서， 그는 통상부와 관세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1950년 National 

Labor-Management Council을 설립했으며 1953년 명칭을 바꾸었다. 1962년 당시 약 

120여개 단체가 가입한 상태였다. Strackbein은 라디오와 TV에 출연해 통상정책에 대한 

보호주의적 견해를 피력했으며， 통상에 영향을 주는 외국원조에 대해서도 주장을 내세웠 

다. 1962년 1월 워싱턴에서 125명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보호무 

역에 찬동하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2 국내부품 사용법안(Domestic Content Legislation; DCL)5J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섬각해지면서 미국의 기업과 노동조합들은 일본기업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고 미국제품에 대한 일본의 무역장벽을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새로운 법률제정도 시도했다. 

국내부품사용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대표적 법안으로 1981년과 1983년 두 차 

례 하원에 제출되었는데 매년 1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일정 정 

도 미국인 노동과 미국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부품사용의 기준은 미국 

에서의 차량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6J 

DCL의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자동차 생산수 

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불공정 무역관행과 보호 조치의 필요 

성을 지적한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논거는 국제협정과 의무의 불이행， 미국수출에 대 

한 무역상대국의 보복초래， 미국고용의 부정적인 영향， 소비물가의 상승과 선택자유의 감 

소， 국내 자동차 제조업자들의 경쟁적인 자극의 침식， 외국인투자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5) 일본의 대미로비전략과 국내부품사용법안에 대한 연구는 문정인 外대미통상로비연구J. W국제 

연구 I~ .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1987년 구영록동아시아국가의 대미로비전략 비교연 
구J. 국제정치논총~ . 제 26집 1호. 1986년 이정희일본의 연합로비전략J. W오|교』 제 17호， 

1991. 3월 논문을 참조. 

6) 국내부품 최소 사용량의 비율은 연간 미국자동차 판매량의 만대단위로 나뉘어졌다. 90만대 이 
상을 파는 모든 자동차회사들은 국내부풍사용법안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소한 90%를 유지하도 

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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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대해 미하원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에너지 및 통상위원회는 1982년에 묘묘5133을 25대 16으로. 1983년에는 묘묘1234를 25 

대 17로 통과시켰으나‘ 세입위원회는 1983년에 묘R5133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국내부품 

사용법안이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인 

일자리의 많은 손설과 외국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업이 발달한 

주 출신의 민주당의원과 약간의 공화당의원의 강한 후원을 받아서 1982년에 215대 188 , 

그리고 1983년에는 219대 199의 표결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 

어 제 97 회기와 제 98 회기의 상원에서 두 법안 모두 폐기되었다. 

국내부품사용법안을 저지시킨 일본로비는 성공적인 미국내 로비활동의 좋은 예로 간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로비를 가능케 한 이유로 우선 일본자동차회사들이 미국내의 정치 

정세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의회와 미국 국민들의 반일무드를 정 

확히 인지하였고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본인 그룹이 없다는 사실 

을 깨닫고 있었다. 일본로비는 반일무드를 피하기 위해 연합로비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어떠한 미국 이익집단과 개인기업이 무엇을 잃게 되겠는가를 치밀하 

게 연구한 후에 일본로비는 성공적으로 이러한 집단들을 로비활동에 끌어들였다. 결국 기 

업가이익， 농민이익， 소비자이익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587H의 협회 및 단체들이 DCL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되었다. 

일본로매는 우선 미국 자동차판매업자 조직을 동원하였다. 1982년 9월 도요다자동차회 

사는 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1.100개의 딜러에게 DCL의 저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닛산도 이와 비슷한 요청을 했다. 미국국제자동차판매자연합회 (A없DA) 

와 전국자동차판매자연합회 (NADA) 는 강력한 로1:l1 활동을 시작하였다. AIADA의정-인 

David M. Zinn은 청문회에서 DCL은 결과적으로 보다 적은 수입차와， 판매대행엽， 그리고 

이 수입차 판매종사원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벼， 40%의 수입차판매 감소로 인해 적어도 

7.000개의 판매대리점 중 2.000개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각 대리점마다 평균 

33명의 종사원이 있다고 추정할 때 이것은 66.000개의 일자리감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 

었다. 

일본로비는 DCL에 반대할 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는 미국의 이익집단들을 동원하였다. 

일본로비는 만약 일본 또는 다른 어떤 나라가 미국보호주의에 보복할 것을 결정할 경우 

가장 고통받게 될 농업이익집단들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외국자동차기업의 자회 

사들을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수입협회는 농업단체와의 제휴를 위하여 묘obert 묘ampton을 

고용하였다. 圓ampton은 The 뼈ational Council of Farmers Cooperative 부의 장이 었기 때 문 

에 미국내 농업단체에서는 잘 알려진 연물이었다. 농업단체들은 이 법안을 무효화시키는 

데 중요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많은 농업단채회원들은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DCL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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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삼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미국농부들이 경제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DCL은 

그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일본로비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이익집단과 개별기업과의 제휴에 힘썼다. 

전국제조업자협의회 (NAM) , 상공회의소， 미국수출입업자협의회， 전국외국무역협의회， 

The Business Roundtable. 그리고 미국항공우주산업협의회와 같은 주요한 기업단체들은 

DCL 반대에 합류하였고， 무역분과소위원회에 반대성명을 제출하였다. 

일본로비는 AFL-CIO의 DCL 지지정책을 거부한 국제부두노동자협의회와의 제휴에 성공 

했다. 국제부두조동자협의회의 캠페인과 함께 수입차의 감소로 위협받게 될 항반관련산업 

과 노동자들은 국내부품사용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국내부품사용법안의 제 

정이 소비자물가와 소비자의 선택에 불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로 여 

성유권자연맹이나 세계무역을 위한 소벼자회의등 소비자단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운 

동에 참가하였다. 미국소비자들은 자동차산업부문의 설업을 걱정하였으나 동시에 그들은 

자동차의 가격과 질에 대하여서도 염려했던 것이다. 

일본 자동차회사들의 로비스트들은 DCL에 관련된 정보와 논리적 근거 , 그리고 전략을 

제공하면서 정치무대 뒷면에서 활동하였다 7) 객관적이고 편견없는 연구라는 것을 표명하 

기 위해 일본경제연구소는 미국의 저명한 Wharton Econometrics Forecasting Associate에 

‘고용과 자동차 가격에 대한 DCL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부탁하고 그 연구결과를 적절히 

이용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미국단체들과의 제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 

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로비는 수입상，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그리고 국제무역과 관련 

된 사용자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3. NAFTA8) 

살리나스 멕시코대통령이 1988년 12월 취임했을 당시에는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그다지 

관섬을 갖지 않았으나， 1990년 초 몇몇 장관들과 유럽을 방문하면서 서유럽 국가들의 주 

요관심은 소련의 영향권에서 뛰쳐나온 동유럽국가에 대한 투자와 무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7) 일본정부나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은 주요 전직 행정관료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 특정 이 다 Stanton D. Anderson, J. William Fulbright, Joseph 돼dings， William E , Colby 

퉁이 그 예이다. 

8) NAFTA와 관련된 이익집단과 로비스트의 활동에 대한 자료는 주로 Carlos Ball, “Trading 

Blows" National Review , November 29, 1993, pp.52-54. Douglas Harbrecht and Susan B. 

Garland, “Will NAFTA’s big brass band ever get in step?" Business Week , October 4, 1993. 

Charles Lewins and Margaret Ebrahim, “Can Mexico and big business USA buy NAFTA?" The 

Nation , June 14, 1993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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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결국 전세계가 몇개의 무역블럭으로 나누어질 것임을 확신했으며， 이러한 상황 

에서 멕시코가 세계시장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경제통합이 유일한 길이라 

고 생각했다. 

부시행정부도 미국과 카나다의 통상협정에 멕시코를 참여시켜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 

하던 중이었으며 1991년 6월에 3개국간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1년 6개 

월 뒤 워싱턴에서 3개국 지도자는 통상협정에 합의했으며 1993년 11월 17일 미하원에서 

234대 200으로 통과되었다. 

1989년 이후 멕시코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전직의원， 국무부， 재무부 그리고 통상관 

련 부서에서 근무한 바 있는 전직공무원을 33명 고용한 바 았다. 코닥， 아메리칸 익스프 

레스，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회사들은 USA*NAFTA라는 기구를 만들어 Ann Wexler법 

률회사를 내세워 멕시코정부와 협력하면서 R짧'TA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워싱턴의 외국 

로비스트들은 NAFTA 를 둘러싼 찬반 양진영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했 

다. 뼈뼈TA를 성사시키려는 집단은 우선 미국내 기업이익집단과 멕시코의 기업 및 정부 

이며， 이틀은 막강한 싱크 탱크를 갖고 있다. 멕시코의 에AFTA 통상협상태표인 블량코는 

1990년 9월 AFL-CIO의 통상전문가인 마크 앤더슨을 만나 멕시코정부가 N뾰많에 갖는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즉 N뼈‘TA체결에 걸림돌아 될 수 있는 이익집단들 

을 정공법으로 접촉하는 전략이었다. 

1990 1건과 1991년초 멕시코정부는 미국정치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뜰 충분히 파악하 

지 못한 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즉 미국의 정책결정과정 

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함을 절감했다. 멕시코정부는 우선 멕시코에 대한 미국 국민 

혼란， 환경오염과 불법이민 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 의 좋지않은 인식-저임금과 사회적 

요하다고 느끼고， 워싱턴에 대사관과는 별도로 통상산업개발부(SECOFI)를 통해 사무실을 

설치해 워싱턴의 법률회사， RR회사， 로비전문회사를 고용하여 미국국민에 대한 로비를 

전개했다， 9) NAFTA 성사를 위한 멕시코의 총책임자인 Von Bertrab은 주미 멕시코 태사와 

SECO體대표를 수시로 만나 전략을 수립했으며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룹을 확장시켜 나갔 

다. Von Bertrab은 정보수집망을 활발히 작동시켜 USTR의 전직관료들로부터 통상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정가적으로 받아보았으며， USA*NAFTA를 위해 일하는 ￦exler그룹의 Gail 

Harrison과도 정 례 적 으로 만나 정 보를 교환했다 

9) SECOFI사무실은 Burson-Marsteller PR회사와 계약을 맺고 멕시코가 산업화되어 있는 기술력 
있는 근대국가라는 이미지를 미국민에게 심어주도록 힘썼다. Burson-MarsteHer 회사는 540만 
불을 받고 멕시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무역의 동반자 “환경보호”와 같은 소책자를 만들어 

상 · 하원의원， 행정각부처에 배포하였으며， 멕시코가 마약밀매에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 
을 텔레비전과 신문광고를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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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에 관련된 중요한 로비스트들은 전직관료들임이 나타났다 미법무부에 제출된 

명단을 보면 적어도 33명의 전직관료출신 로비스트가 NAFTA 체결을 위해 로비활동을 했 

으며， 4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로비스트는 법률회사 또는 PR회사의 일원으로 활동했 

다. 소속 회사들을 보면 The Brock Group, Walker/Free Associates, Gold and Liebengood, 

Shearmant & Sterling, SJS Advanced Strategies 등이 있다 10) 그중 Shearmant & 

Sterling회사의 Robert 묘erzstein이 가장 중추적인 로비활동을 맡았는데， 그는 차터행정부 

에서 통상부 차관을 지낸 후 로비스트로 변신해 미국과 카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큰 공 

헌을 한 바 있다.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FA묘A)규정에 의해 법무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Shearmant & Sterling사는 SECO밟로부터 500만불 이 상의 돈을 받고 로비 활동을 했는 

데， 그 활동무대는 의회뿐만 아니라 주지사， 주 · 시의회의원， 주정부의 경제개발부서와 

통상부서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Brock Group은 워싱턴을 중심으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는데， Bill Brock은 자신이 1982 

년 NAFTA를 주창한 인물임을 내세워 의회와 백악관， 연방기구를 대상으로 NAFTA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Bìll Brock은 1991년 4월 상원 재무위원회에 전직 미통상대표자격으로 

출석하여 미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멕시코의 NAFTA팀은 1992년 11월 122명의 초선의원이 당선되자 이들을 몇개의 그룹 

으로 나누어 로비의 대상으로 삼았다. ￦'alker/Free Associates는 중서부출신의원을 담당하 

고. Public Strategies는 켈리포니아와 텍사스의원을， 그리고 Gold and Liebengood회사는 

공화당 상원의원. TKC International은 스페인계 의원을 포섭하도록 업무할당을 했다. 

멕시코기업들도 멕시코정부의 행보에 발맞추어 뼈뾰’TA 성사를 위해 로비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COECE라는 비정부기구는 또한 전직상원의원 보좌관이었으며 통상전문가인 

묘.uth Kurlz를 고용하였다. 묘.uth Kurlz는 과거의 동료였던 의회내에서 뼈뼈‘TA’ 에 관한 의 

견그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Ruth 

Kurlz는 1991년 4월에서 1992년 10월까지 COECE회장단과 상하의원들과의 만남을 17 

차례 주선했으며 . 그중에는 Bob Dole상원의원， 상원재무상임위원장 Loyd Bentsen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로비의 대상은 상임위원회의 보좌관 또는 위원들의 보좌관 

이었으며 NAFTA와 관련하여 220여 차례 접촉이 었었다. 캘리포니아주의 Pete Wilson주 

지사를 벼롯해 NAFTA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주지사들은 10차례 만났으며 USTR 관 

계자와도 21차례 만났다. 

Kurlz의 로l:l]활동 중 또 다른 중요한 부문은 의회의 보좌관 등 스태프들의 멕시코행 여 

10) Charles Lewins and Margaret Ebrahim, “ Can Mexico and big business USA buy NAFI’'A?" The 

Nation, June 14, 1993. pp.8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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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민주， 공화당을 불문하고， NAFTA에 이미 태도를 결정한 위원 

들의 보좌관은 물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의원들의 보좌관틀을 여행에 참여시켰다. 멕시코 

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룹， 멕시묘의 인권문제에 관섬있는 그룹， N뾰‘TA에 반대를 

천명한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한 그룹으로 멕시코를 방문하도록 조직했다. 멕시코 여행중 

에는 멕시코 정부의 의도를 전달하지 않고 N뾰TA의 필요성을 멕시코 기업의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여행을 통해 많은 의회보좌관들이 NA맘TA 가 멕시코의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합rank Horton 전 하원 

의원의 입법보좌관이었던 Philip Boyle은 자신이 COECE가 주선한 멕시코여행을 다녀온 

후 상황을 보고한 후 圓orton이 태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NAFTA 추진 초기부터 멕시코는 백악관에 대해서는 별걱정이 없었다 부시 대통령의 

재션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클린턴 대통령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지자 NAFTA의 반 

대집단들의 활동이 불붙기 시작했으며， 찬반간의 논쟁이 격화되었다. 민주당의원들은 멕 

시코정부가 클린턴 후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권유했으며， 점차 클린턴의 측근과의 

접촉을 서도했다. 클린턴 후보에게 NA망밤A 찬성의견이 전달되었는데， “투자， 무역 그리 

고 NAFTA에 서 의 미 국의 소득” 이 라는 보고서 는 Paula Stern과 Paul London부부에 의 해 

작성되었는데 NA합TA의 장래는 밝으며 20만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0월 4일 이 보고서를 토대로 환경 및 노동문제의 해결을 전 

제로 N뾰TA 에 잠정적 지지를 표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멕시코정부는 클린 

턴 당선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1월 9일 텍사스에서 살리나스 대통령은 클리턴 

대통령을 만나는 한편， 클린턴 대통령직 인수팀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강화하였다. 인수 

팀에서 활약하는 인물이 곧 행정부의 주요직책을 담당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 

한 N뾰’TA 설득은 중요한 임무였다. 

미국 유수의 기업들은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 느슨한 규제 새로운 상품시장에 큰 기대 

를 걸고 뼈AFTA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조직은 

USA*NAFTA로서 기업과 이익집단들의 연합조직체의 성격을 지녔다. 멕시코에 산재된 

2000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 업 들이 주축이 되 었으며 , 약 2백 만불을 조성 하여 

￦"exler Group을 통해 폭넓은 풀뿌리로비 (Grass-roots lobbying efforts)를 전개하였다11) 

미국전역의 각 지역구에 NA흉‘TA와 관련된 기업을 찾아내어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 

금 의원들이 NAFTA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USA*NAFTA는 PR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Mari 없aserg와 같은 미디어 전문가를 고용하였 

11) USA *NAFTA외 에 도 U.S. Council ofMexico-U.S. Business Committee, ’I'rade Partnership, U.S. 
Chamber of Commerce, the N 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the Business Roundtable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뼈anufacturers 등이 NAFTA의 성 사에 노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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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SA*NAF‘TA 는 소위 동맹세력을 결성해 나가면서 눈에 띄지 않는 물밑작업을 하였 

다 NAFTA의 초기 장벽이 될 하원내에서 동맹세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USA*N뾰TA 는 상원의 분위기는 일단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원내 동맹그룹은 초선의 

원들에게 NAFTA 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였다. USA*NAFTA 는 주단위의 조직도 강화하여 

지방의 기업들이 주단위의 공직자들과 접촉하여 NAF‘TA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캘리포 

니아의 Bank America , 플로리다의 AT&T , 델라웨어의 듀풍， 매서츄세츠의 GE , 미시간 

의 GM , 뉴욕의 Kodak , 일리노이의 Caterpillar 퉁이 각 주단위에서 활발히 로비활동을 

했던 기업들이다. 

N뾰‘’rA에 반기를 든 집단은 노동이익집단 환경단체， 소비자집단 그리고 Ross Perot였으 

며 이들은 70여 단체를 규합한 Citizens ￦ade Campaign(CTC)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12) 1 

년예산은 20만불에 불과했으며 JimJontz 전 인디아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사무국을 총괄 

하였다. CTC는 NAFTA의 체결이 미국내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며， 작업안전기준과 환경 

기준을 느슨하게 할 것임을 주장했다‘ 

N뾰‘TA 반대 집단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멕시코노동자들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비디오에 담아 홍보활동을 하였다 AF‘L-CLO도 반대활동에 참여했으나 예 

산부족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1. 400만 회원을 동원하지 못했다. 

The American '1￥ade Council과 U.S. Business and Industrial Council과 같은 몇 몇 기 업 

이익집단도 NAFTA 반대애 동참하였는데， 이들은 NAFTA가 미국 중소기업들에게 잠정적 

위협이 될 것과 멕시코가 미국수입규제를 우회하는 기지로 이용될 것을 우려했다. 랄프 

네이더 그룹의 Public Citizen도 N뼈‘TA 반대진영에 참여하였으며， 통상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Lori ￦'allach는 타단체와 함께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활발히 했다. 그러나 

NAFTA를 성사시키려는 집단들의 물적， 인적자원에 비해 워낙 뒤쳐져 있어 효과적인 로 

비활동이 어려웠다. 

환경단체로서는 그린피스 Friends of the 묘arth ， Sierra Club이 CTC어1 적극 참여하였으 

며， 이들은 미국기업들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멕시코로 이전할 것이며 또한 저개발국 국민 

의 환경과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Defenders of Wildlife , N at묘ral 

Conservancy, Environmental Defense 합und 등 일부 환경단체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 

12) 중요한 이 익 집 단을 보면 . The United Auto Workers, the 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 the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the Machinists, 

T용amsters 등이다. 또한 Ross Perot도 생AFTA의 반대에 앞장서 의회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으며 TV를 통해 NAFTA반대 캠페인도 벌였다. 그는 또한 Save Your Job, Save 

Our Country: Why NAFTA Must Be Stopped Now라는 책 을 출판하고 그의 사조직 을 움직 이 기 

도 했다 Vin ￦"eber， “NAFTA: Can Clinton Lead?" National Review , September 20. 1993 ‘ 

p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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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완조치가 있으면 NAFTA 를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하여 환경단체간의 분열이 있었다. 

lV. 결 론 

통상정책은 정의와 범주설정에 따라 결정과정에 큰 차이가 있으며 수많은 사례중 일반 

에게 잘 알려진 세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로비활동을 논의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세가지 사례가 갖는 시기， 정책내용， 로벼양태등의 다양성에 비추어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로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로비스트의 정치적 행위가 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로비스트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시기적으로 보면 1962년 통상확얘법안의 경우， 이익집 

단의 임원이나 전문위원， 전임 스태프들이 로비스트로서 활동하는 데 반해. 1983년 표CL 

어나 1993년 뼈때1얀rA의 경우 이익집단과 독립되어 법률회사나 많회사에 속한 전문적 로 

버스트들이 주로 활동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것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지삭이 현대 

로비활동에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전문 로비스트들은 계약에 따른 단편적 로 

비업무를 하기 때문에 통상정책에 대한 신념이나， 이익집단에 애한 충성이나 애정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통상정책에 관련된 로비활동중 선거구민과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풀뿌리 로비가 한 장 

르를 이루고 있으나， 이것이 어느정도 효과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언하지 못한 

다 멕시코 정부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국민 PR활동을 한다든지， 로스 페로가 벼싼 『합 

광고를 통해 뼈뾰‘TA 반대운동을 했으나 통상정책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AF뼈와 u없*N뼈’TA도 지방조직을 이용하여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 

도록 하였으나 효과변에서 결정적이었는가는 회의적이다. 의회에 대한 선거구민의 영향력 

행사방법이 즉각적언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의회는 圓‘g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로비보다는 행정기관에 청원하는 데 자원 

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13) 

다음으로， 통상정책 결정과정에는 외국정부와 기업이익이 외국로비스트를 통해 활발히 

표출되고 있어 중요한 정치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 DCLo] 나 NAFTA의 경우는 법률제정 

여부가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로비행위가 돌출되어 보였을 뿐이며， 통 

상정책결정과정에 외국로벼의 침투는 이미 일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뺨&묘A of 1938 

의 변천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로비의 주요 목표가 이미 1960년대에 넘어서면서 정 

13) 자세 한 논의 는 Stefanie A. Lenway, Carol K. Jacobson and Judith Goldstein, 영b Lobby or to 
Petition: ’입le Political Environment of U.S.망oli따r，" Journαl of Management vo1.16, No.1, 1990, 
pp. 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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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군사， 이데올로기적 이익보다는 경제， 통상문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외국로비가 미 

국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국민감정 때문에 미국기업과 이익집단들의 로비가 멕시코 

의 정부나 기업의 로비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N뾰TA의 체결이 미국기 

업 나아가 미국민의 경제적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정책결정자들이 확신할 때， 그 결 

정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은 연합로비전략(Coalition Lobbying Strategy)을 채 

택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정책결정에 있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전통적 편가름이 존재 

하여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DCL에서와 같이 연합로비전략을 배후에서 조정하여 일 

관된 로비활동을 하였으나 N뾰1많의 경우 USA*N뼈‘TA， SECOFI, C뼈CE ， 양국정부는 

느슨한 연합을 보였으며 USA*N뾰'TA의 산하단체는 동종 이익집단간의 결속력이 강하지 

않았다. American ’I'rade Council도 강한 결속을 보이지 못했다 1962년 통상확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연합로비전략은 치밀하지는 않았지만 수평적 결속이 순조로왔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통상정책도 점차 세분화되고， 동종 이익집단간의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연합로비전략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대신 그 결속력은 줄어들고 있다. 

다음으로 세 사례를 통해 대통령， 의회 행정부의 영향력을 평가해 볼 때， 과연 로버스 

트가 통상정책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숙고해 보게 된다. 1962 

년의 통상확대법안이나 1993년 N뼈‘TA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케네디 대통령이나 클린 

턴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강력한 로비 (밤residential Lobby)와 행정부의 대의회 , 대국민홍 

보(Executive Lobby)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부는 단순히 정책 

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타정치행위자의 로비활동을 수동적으로 받는 대상이 아니라 관련 

정치행위자에게 통상정책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능통적 자세를 보인다. 하원에 

서의 NAFTA표결이 임박해오면서 의회 민주당 지도자의 비협조 속에서도 클린턴 대통령 

과 행정부가 펼친 로비가 표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4) 

끝으로 N뼈‘TA와 DCL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결정이 로비스트와 관련집단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져 공공정책의 공공성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 

다 15) 이와 함께 전직공직자들이 대거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회전문현상 등도 미국정치과 

14) 11월에 들어서면서 백악관은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원 개개인에게 찬성의 대사로 중요한 
혜태을 약속하였는데， 그 중에는 천만불짜리 빌딩건축， 은행에 대한 지원， 비행기구입， 비행기 

노선변경 등이 포항된다 Daniel J. Palazzolo and Bill Swinford, “Remember in November?: 
Ross Perot, Presidential Power, and the NAFTA," 1994년 9월 APSA 연 례 발표논문 참조 . 

15) William Greider는 로비를 통한 정치조직을 ‘deep lobbyin양(은밀한 로비)라 하여 자유롭고 공 
개적인 정치과정으로 보아는 그 이변에는 가장 힘있는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들이 그들의 자원 

을 총동원하여 공공문제와 논의 자체를 규정해 버린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한다 Charles 
Lewis and Margaret Ebrahim, “Can Mexico and big business USA buy NAFTA?" The Nation, 
June 1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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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요현안으로 있으며， 현재 상하 합동위원회에서 조정중인 새로운 로비법안 

(Lobbying Disclosure Act) 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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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g용eo뿔 Lob뾰용7훌앓용 敵뿔a<<훌g 뿔8뿔뿔 椰짧kingp훌oces용 

Chung-묘eeLee 

This thesis examine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U.S. trade poli덩T by focusing on 

the lobbyists' activities, on the premise that microsco엠ic political economic approach is 

useful and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the American poli엉T-making 양rocess. 

The im멍ortance an뼈 the assessment of lobbying activities in the American political 

prQcess have already been covered by th.e existing politicalliterature. 밤herefore ， based on 

th.e earlier studies, the charaderistics of lobbying in connection with. trade poHcy are 

hypoth.esized. Th.is hypothesis lS then used as the basis for the analysis of‘ three case 

stu빼es: the 1962 옆'rade Act, Domestic Content Legisla뼈on andNA용‘TA 

￦hilethe φolitical behavior of 뼈e lobbyists participating in 뼈18 decision-making 햄rocess 

of trade policy resembles that of the lobbyists participating in 0뼈ler policy-making process,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with the lapse of time. In 1962, when the ’X￥ade Act was 

passed, the members or expert advisox혹 and former staff of inte앙est grou함swere the n빡or 

actors of lobbying activities. On the contrary, in 1983, when DCL was passed, or in 1993, 

when Ni돼'TA was signed, professional lobbyists ir뼈ependent of interest groups and 

belonging to law firms or PR offices became veη7 ae뼈ve. This 빼evelopment shows that it is 

becoming impossible for an interest grou멍 0양 a company to approach an뼈 influence trade 

poli때r solely by themselves without a s밍ecial assistance from professionallobbyists.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from these lobbyists loyalty as 엉veU as attachment to 

interest group since they are engaged on 융 time-limite뼈 contr‘act offering a fraction of 

lobbying service. 

Among the lobbying activities related to trade policy, grass-roots lobbying forms a genre, 

bl뼈 nobody can say .for sure how much effective this is. 뺨he Mexican government initiate냥 

a national P묘 activity in or뼈er to improve its image, and 묘oss Perot staged an aI뼈i

NA합’TA campaign through costly TV commercials,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how 

many positive effects these activities had on trade policy. The AlF‘BF and the USA *NA폼'TA 

have a1so pressured the legislators through 10ca1 org융nizations， but whether this ac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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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ve in terms of effectiveness is in doubt. The study that shows whether the exercise of 

influence by the constituents towards the Congress has immediate results stated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petition an administative organ than lobbying the Congress because the 

legislative body cannot directly influence the ITC’'s decision-making. 

Foreign lobbyists should be regarded as im멍ortant political actors since they vigorously 

manifest the interests of foreign governments and companies in the case of DCL or 

N뾰'TA， since the legislation itself was to have immediate effects to the parties concerned, 

lobbying activities by foreign lobbyists seemed to be prominent, but generally speaking, 

penetration 뼈 foreign lobbyists into the process of making trade policies is now an 

everyday phenomenon. As it can be seen in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FARA of 1938, 

the main goals of foreign lobbysts have already converted from political, militaη and 

ideological interests to economic and trade issues since the 1960’s. However, because of 

national sentiment that foreign lobbying can be harmful to American national interests. It 

is natural that lobbying from American companies aml interest groups in much more 

effective than that from 陣exican government of companies. The signing of NAFTA can 

only be achieved when policy makers are confident tha1t the agreement is profitable not 

only to American enterprises but also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overall American 

citizens. 

In trad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terest gTOUpS ado뺑 coalition lobbying 

strategies because the division between the free trade and the protective trade can create 

an ascending tendency. ￦hile coherent lobbying activities were performed in the case of 

DCL thanks to the coalition lobbying strategy maneuverd behind the scenes, during the 

case of NA표T‘A， USA *NAFTA, SECO몽‘1， COEC묘， and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formed a loose coalition, and the interest groups under the control of USA *NAFTA faHed 

to present a strong united front. Even the American 'I￥ade Council was not strongly 

united. The coalition lobbying strate없T to pass the 'I￥ade Act of 1962 was not elaborate but 

it can be appraised to have had a smooth horizontal union. As trade policies are breaking 

into several parts and the interests of interest groups becoming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need for coalition lobbying state잃T is incre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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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0 1' Clinton, coupled with the Administ1'ations' efforls of lobbying the Congress 

and the nation, we1'e decisive facto1's in passing the 'I￥ade Act 뼈 1962 and the signing of 

NAFTA in 1993. The administration is not just a policy-making organ that takes a passive 

:role in lobbying activities and is thus influenced from othe1' political actors, but also takes 

an active 1'o1e by persuading the political acto:rs :related to a certain trade policy that the 

policy is :rightful and inevitable. ￦hen the NA동'TA vote at the House of 묘epresentatives 

was drawing nea:r, the lobbying 멍e:rfo1'med by President Clinton and his administ:ration 

directly influenced the vote amid uncooperative attitudes f:rom the democratic leade:rship. 



〈저13부 약정토론〉 

조기숙(시립인천대)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주로 미국에 편중되어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 

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동안 미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요즈음은 우리나라와 마국과의 통상마찰이 노골화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서울대 미국학연구소에서 마련 

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사기적절하며 국가 정책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모임 

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정치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 분야의 문외한인 나는 백창재박사와 이정희교 

수， 두분의 논문을 통해서 작은 시간을 투자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짧은 

기 간동안에 이 렇게 훌륭하고 교훈적 인 논문을 써 주신 두분께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두분은 논문 못지 않게 발표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간략하면서도 제한된 시간에 핵심적 

인 부분을 잘 부각시킴으로써 청중들이 논문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고 생각한다. 

두분 논문의 특징은 미국의 통상정책결정과정을 사회적 접근볍을 사용하여 연구하고 있 

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강한 사회와 약한 국가의 전통을 가진 미국을 연 

구하는 데 매우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은 사각을 공유하고 있는 두분의 논문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차 

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백박사는 미국의 통상정책과정을 역사적으로 하나의 이론적 

인 틀로서 분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한된 분량의 논문을 통해서 이 분야를 공부하려 

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연구지침을 아주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박사 

가 사용하고 있는 야심찬 이론적 틀은 매우 재미있고 중요한 논쟁점들을 끌어 내고 체계 

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교수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통상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익집단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현 시점에서 여러가지 시사해주 

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어렇게 두분의 연구방법이 다르니 논문의 서술형태도 약간 치-이가 나는 것 같다 백박 

사의 논문은 분석적으로 매우 뛰어난 업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 반면에 이교수의 논문은 주로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 

의 여지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교수의 연구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재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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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설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탐구적 연구(exploratory study)의 모 

범적인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 

두분의 논문을 비교할 때 찾을 수 있는 또다른 의의는 이 논문들의 이론적 함축성이 어 

느 면 상반된다는 것이다. 가령 백박사의 논문에 있어서 ‘지배연합’ 이라는 재념이 통상정 

책결정과정의 분석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배연합의 재념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지배 (majority rule)를 함축하고 었 

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이교수의 이익집단에 대한 연구는 특수이익을 가진 소수 

(minority) 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함축성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분의 

연구를 정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양자를 보완적으로 종합해 

보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수와 소수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아주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내가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두분 논문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 

던 점에 대해 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서 토론에 대신할까 한다. 

첫번째 문제는 백박사의 다른 논문을 읽었더라면 충분한 설명을 얻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데， 죄송하지만 시일이 촉박하여 백박사의 다른 연구업적에 충분히 접할 기회가 없었다. 

백박사의 논문에서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연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 분명하지 않아 논문전체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백박사께서 지 

배연합을 전기적 선거 (critical election) 와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는 바에서 내가 추론하기 

로는 선거연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양자의 관계가 나에게는 모 

호하다.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는지 , 지배연합에서 행정과 의화 

의 분리가 가능한 것얀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다. 만일에 지배연합과 선거연합을 동일 

하게 (interchangeably) 사용했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통상이 

라는 쟁점은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쟁점의 성격상 전기적 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연합 

(realignme뼈)을 탄생시키기에는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정당구도 혹은 지배구도의 재편성 

은 감정적이고 쉬운 쟁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1896년의 선 

거는 오히려 매우 예외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통상이라는 쟁점은 지배연합을 형성 

하기보다는 지식과 정보， 재력을 겸비한 특수이익집단의 컵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럴 경우 지배연합의 개념을 사용해서 통상정책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하는 회의가 생길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이처럼 지배연합이 선거연합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백박사의 논문은 여전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핵심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논문에서라도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이는 매우 지엽적언 문제이지만 이교수의 논문과도 관련이 있어 간단히 질문하고 

자 한다. 백박사는 행정부가 의회와는 달리 특수이익을 무시하고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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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물론 미국의원이 특수이익에 포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몇몇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구민의 의사， 즉 다수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과연 행정 

부가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회전문현상을 극복하고 다수의 의지를 더 잘 구현할 수있는 것 

인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두분중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좋겠다. 

다음은 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다. 물론 사례연구 자체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사례연구는 새로운 가설을 정립하고 이 

론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례연구를 할 때 주의하 

여야 하는 것은 주장에 있어서 탈허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능한 한 제 3 

의 변수를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교수는 국내부품 

사용법안을 저지시킨 것은 일본로비의 승리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 법안이 하원은 통 

과하였으나 97회와 98회의 상원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가 몇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레이건 정부시절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점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일본로비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의회의 다수당 같은 변 

수를 통제하고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리 쉬운 일은 아다라는 

것을 이해는 한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익집단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로비도 넓 

은 의미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설명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서술적인 설명력은 올라갈지 몰라도 개념이 너무 포괄 

적이 되어 분석력은 떨어져 의미있는 설명에 오히려 부적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결론적으로 몇가지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토론자의 무지의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두분께서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좋은 논문에 대해 토론하고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 

락해 주신 연구소의 최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선근(한국외국어대학교) 

백창재 박사의 논문은 발표자 스스로 지적하듯이 소위 말하는 사회 중심적 접근법을 이 

용하여 미국 무역정책의 긴 역사적 전개과정을 비교적 짧은 논문에 설득력 있게 잘 설명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제경제구조의 변화와 국내경제 

구조의 변화가 미국내의 사회세력들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변화시키고， 이들 사회세력 

들 간의 연합과 대립에 따른 정치연합과 정책연합의 형성이 결과적으로 무역정책의 성격 

을 규정한다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홍미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분석틀을 가지고 건국 후 오늘날까지의 미국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일관성 있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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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러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설제 역사를 설명한 내용을 보고 가지게 되는 의문 

점의 한가지는 그러한 설명과정에 있어서 발표자는 주로 국내경제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 

른 정치연합과 정책연합의 재편성에 따른 무역정책의 성격의 변화만을 주로 설명하고 있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분석틀에서는 세계경제구조의 변화가 하나의 주요한 독립변수 

인데 건국 후， 남북전쟁 후，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리고 이후에 이르는 역사적 서술과 

정에서 그러한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문 

중 일부분에서는 1897년 이래 점차 관세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당시의 미국경제의 구조와 

국제경제구조， 무역정책에 연관된 이해관계와 정치세력 등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고 이 논문의 분석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언급의 전후 

에 있어서도 국제경제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 

어 있지 않다. 오히려 가끔씩 발표자는 역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의 변화가 세계경제에 대 

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 우선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이떻게 생각 

하는지 질문하고 싶다 

둘째로， 사실상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각각 달리 지지하 

는 사회세력들， 정치연합， 그리고 정책연합(이들은 물론 뉴딜 이후에 형성됨)은 지속되고 

어떤 변에서는 고정적으로 더욱 분명해지게 되는데， 발표자는 2차대전 이전의 시기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무역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오히려 

2차대전 이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무역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생각한다. 특히 사회세력들의 이익은 대통령 선거 

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지만. 미국과 같이 강력한 의회를 가진 국가에서는 특히 의회를 통 

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2차대전 이후 1950년대 중반 이후의 시 

기가 소위 말하는 분할된 정부(의회와 대통령을 서로 다른 당이 지배)를 주로 경험하게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할된 정부 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에 의한 무역정책 

수립의 복합성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발표자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 정책연합으로부터의 노동의 

탈퇴와 노동을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의 부활， 그리고 수정주의적 자유주의의 형성과 확산 

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의 의문점은 미국정치의 전반적인 보수화에 따른 노동이익의 

점진적인 쇠퇴가 앞서 말한 그러한 경향에 어떤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결정 요인을 사회 중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세력들의 영향에 집중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사회세력들이 주요 선거시에 분 

명히 중요한 정치연합 및 정책연합을 형성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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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논문에서 노동의 영향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실상 노동이익집단의 영향일 것이 

다. 그렇게 매일 매일의 정치생활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쓸 행사하는 이익집단들의 활동에 

주목하는 대신에 더 넓은 범위인， 하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인 사회세력에 주목하는 

접근법이 가지는 어떠한 특별한 유용성이라든지 또는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이 문제는 사회 중심적인 다원주의적 접근법이 사회 내의 조직된 이익만 

을 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비조직적인 모든 집단들까지도 다룰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 

이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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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발표자 응답〉 

백창재 

사회세력접근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겠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세력접근법 

의 관점에서 파악을 할 경우 장기적인 무역정책이 변화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즉 

각적인 무역정책의 변화의 경우에도 변화의 큰 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공화당 

의 패권계획. 1800년대 말에서 1920년대까지 몇번의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자유주의적인 

정책， 즉 윌슨행정부 시기에도 그렇고 하딩행정부 때 문호개방정책이 등장하면서 대통령이 

통상협정을 맺음으로써 외국과의 무역장벽을 허물려고 하는 등의 정책들이 간헐적으로 나오 

는데， 사회세력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 당시에 보호주의적인 공화당 연합에 의한 이러한 시도 

들은 당시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히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경우에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성공할 수도 없었고 설사 실현된다고 하 

더라도 활동의 폭은 아주 좁았다는 것이다. 즉 보호주의 정책의 틀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은 어떤 면에서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보는 관점에 의해 가장 잘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모두 지적했던 분석틀의 문제인데 조교수님이 지적했던 것을 대부분 

인정한다. 내가 이것을 모텔로서 의도한 바도， 또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개념들이 정치한 재 

념들도 아니다. 내가 의도했던 바는 일종의 설명의 틀로서 대략적인 파악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별로 답변을 드릴 게 없다. 그리고 통치연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치연 

합에 의해서 자유주의나 보호주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정책연합이 

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며 이런 이유에서 개념이 굉 

장히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런 변에서 내가 나름대로 전기적 선거나 제도불 

일치문제들을 적어놓은 것이며， 기본틀은 연합 접근방법에서 제시하는 틀이다. 그러므로 내 

가 모델화한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두드러지느냐의 문제가 남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연합 접근방법의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이 문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만 한정해 볼 때 그리고 내가 다루고 있는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 정치변화만을 살펴볼 때는， 예컨대 남북전쟁이후부터 1880년대 선거 

들에서는 통상문제가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경우가 많았다 88년 선거 같은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96년 선거에서는 대체로 하나로 묶는다면 산업화와 연관된 이 

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보호주의와 은화자유주조노선(잠ee silver line) 

의 두 가지 이슈가 가장 중요했고 따라서 이 96년선거에서도 무역문제는 선거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32년 선거에서는 무역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세력과 정치연합 변수간의 관계에 내가 E라고 써놓은 외생적인 변수가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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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렇지만 1차뉴딜이 2차 뉴딜로 변화되고 국제파가 국내파를 대 

체하는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무역문제였다. 또 하나는 노동문제 

가 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물론 선거의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지막 단계로 얘 

기했던 70년대 이후에는 선거에서 무역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상황은 지금까지 나 

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변화해가는 단계로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국제경 

제의 위기라든가 미국경제의 위기가 오면 이것이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 개념은 정치화되어 있는 것도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가 명료한 것도 아 

니다. 그것은 하나의 설명을 위한 대략적인 틀로서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단지 그런 변에서 

이런 경우들을 비교한다면 모텔화와 이론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 

라고 혼란의 전제가 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무역정책의 의미는 장 

기적이고 포괄적인 무역정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부문정책에서 보호무역주의적 

인 혜택이 분배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미국무역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포괄적 무역정 

책이 내가 말하는 무역정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받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아까 최박사가 지적 

했듯이 이런 식의 틀로서 최근의 정치변화 같은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다 실제로 70년대 이래 나타난 정치적인 정당변화， 의회변화와 같은 정치적인 변수들이 미 

국정치가 움직여가는 데 어떤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들은 이런 무역의 변화 

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무역정책에 춧점을 맞춰 볼 

경우， 노동이 여전이 민주당 연합에 남아있지만 무역정책에 관한 한 노동이 가장 커다란 반 

대세력이 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현상들은 이런 틀로서 잘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이정희 

조교수께서 질의와 더불어 옹호도 같이 해주어 별로 할 말은 없는데 한두 가지만 말하겠 

다. 우선 로비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논의인데， 미국의 대가들도 로비가 어느 정도 영향 

력이 있느냐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상정책 결정과정 

에 있어서 로비스트의 활통이 1930년의 스무트흘리관세법에 있어서는 결정적이었다. 그외에 

는 바우어 텍스트 같은 사람은 이익집단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결 

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특정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과연 정책결정과정에 어느 정도의 힘을 미 

쳤는지 그 효율성에 관한 추적은 사례별로 다르지 않겠는가. 특정이익집단과 외국로비라는 

것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만 모든 법안， 특정 통상법안이면 통상법안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 

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인 힘의 경주가 다를 뿐이다. 물론 외국로비의 경우에는 등록 

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어떠한 로비스트들을 고용했으며 얼마만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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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여했는가 등등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는 기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일본의 로비가 특정회기 동안에 행정부， 의회， 여론， 

정당，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행위자들에 견주어서 과연 어느정도의 힘을 미쳤는가를 알 

아내기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댈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또는 행정부의 권한 이외에 나름대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비공 

식적인 것을 그들 자신이 로비라고 부른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로비가 중요하다고 애기하는데， 그러나 통상정책에서 로비가 중요하다고 해서 나 자신도 로 

비에 모든 힘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로비에는 어떤 한 

계점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부와 정부간의 통상전략， 또는 그보다 낮은 실무단계에서 

의 전략， 또 의회를 통한 압력의 다음에 비공식적인 채널로서의 외국로비가 있는 것이지 외 

국로비 그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로비 자체의 의미를 부풀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로비 자체의 의미가 

부풀려지는 것은 미국내의 변호사들의 작용도 있을 것이다. 미국변호사들은 통상정책문제에 

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 

을 강조하고 어휘 자체를 로비라고 사용했다. 물론 로비라고 하는 것이 별 영향이 없는 것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