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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흔 

무시행정우 시기 미국 무역정책의 욕징은 20세기 충반 이후 미국 무역정책 

의 주축용 이펙옹 다자간 협상용 양자간 협상이 대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음 

까지 미국이 에절한 11개 FTA(자유무역협갱) 중 부시행정부가 제결한 것만 9 

깨이며 얻재 협상이 타절된 3깨국까지 합하연 그 "1중은 더 농아진다 

부시행갱부가 추진하여 타결왼 FTA는 대부분 의회에서 비춘올 받는데 성공 

했지안 이융이 오두 순조용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공화민주 앙당이 정에하게 

대립하다 2005년 7월애 하원융 흥과한 미국-도미니'1-충미지 ft 'i'역협갱(US

DR-CAFTA 이하 CAπA‘ )과 2006년 7입 비준왼 미국‘오안 FTA얘서는 

정당단합푸B.(party unity vote)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경우 온래 자유무역에 

우호격인 의원툴도 대부용 반대입장으토 급선회하였다 이처럽 부시행갱부 2 

기에 들어와 FTA의 의회비중 파정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료 상원보다 보호무 

역주의적인 경향응 띠는 히F원에서 유의힐 1간한 자이가 나타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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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 따르연 영반객으로 미국 무역정책 이흔온 무역갱책의 절정요인 

용 파악함에 있어 크게 경제적 판정(Scha ttschneiderl . 8ald w in‘ S te rn) 

동) 인식흔적 판정(Kind leberger“ Bhagwati~ 퉁)‘ 국내정치제도적 판정 

(Destle r!' , Gold s tein7 둥) 국제정치경제구조적 판정(Lake8 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제적 판정의 전쩨는 지유우역은 국가전째에는 。1익이지안 륙정 산 

엉군애 피해를 잉히고， 이들이 단절하여 갱치적으로 보호무역 앙력올 행사하고 

정부가 이들융 보호하연 자유무역애서 이익융 얻지안 갱치세력화되지 않은 일 

반 소비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옷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판껑은 이 정제를 바 

탕으로 산업영 운석과 개방-보호우역 압력 거시경제객 상횡용 분석한다 인식 

흔적 판정은 지도자와 대중의 가치관과 이녕에 따라 정책도 연한다는 것용 전 

쩨로 하여 정책은 이익집단의 앙력에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녕과 가치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n 국내정치제도척 판검은 국내정치기관의 

역할이 깨인과 징단보다 중요하고 。l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연하연 갱책도 연한 

다고 옹다 장기객으로는 시장도 국내정치제도애 영향용 할 수 있지안 단지적 

으로는 개인과 산엉의 행위는 정치제도의 쩨약융 받는다는 것이다” 국제정치 

1. Sc::nattschneider, p，씨ics， Press’‘rN, and the Tll riff(New York: Prentice Halt, 1935) 
2 . R，‘。 bert E. Ba버w.π 끼r"P4이II I(이 ，，，"…시'yofU.S. 1’"porl p，이icy (Cambridge: The MJT 

Press, 1985) 
3.R얘ert M. 5‘em, 00., U.S. Tradl' p，이 IClts 111 a αQlIgilrg World Ecol lOmy (Cambridge 

The M1T Press, 1987) 
4. Charles Kind leberg'κ Economic Rrspo’lse: Comparatiw Studits;" Trade, FinllUct Q/rd 

Growl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5. Jagdish Bhagwati, Prottctionism (Cambridge: The M1T Press, 1988) 
6. I. M. Destler, Amaiolll rrade Polilics: Syslem Under Strtss (Washington, rx: 3nd 

New York: 11'‘ titute for Inlemational Economics 3nd the T‘yenlieth Century Fund, 
1986) 

7. Judith G이dstein ， ’ Ideas, Institutions, and America n Tr~de Po1icy," Intenralio 이 
。trsalli1AI ;On 42 (1988), 179-21 8 

8. Dav띠 A. Lake, Power, ProleclÎo’…r, alld Free Tr에 hr lem이;011111 Sources of U.S 
OmrnrerCÎI1/Strotegy, 1887-1939 (lthaca, N.Y.: Comell Universily Press, 1988) 

9. John S. Odell, 140 
10.1bid, 141 
11. 1òid, 149 
12. 1，ι 'd， 1 52- 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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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적 관정은 한 국가의 무역정책은 국가를 개멸단위로 하는 국제구조의 

t탤 혹은 국가간의 욕정한 상호작용의 산울이라고 본다 이 접근법에 따르연 

미국이 20서 기에 들어와 자유우역 체제로 전환한 것도 국제제재의 연화에 적 

응하고자한것이다 ” 

이들 각각의 이흔이나 시각 혹응 접근법을은 미국 무역정책 전보k올 충분히 

설명해주지 웃한다는 것이 지배적 명가이다1‘ 실제로 이들 기존 이론들은 2001 

년 부시행정부 집권 이후 추진왼 FrA 정책에 대혜 미국 의회‘ 특히 민주당이 

보인 일관되지 않은 반웅올 영확히 설영할 수 없다 먼저 국제정치경제구죠적 

관점은 중장기적인 연회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적합하지 않다 국 

내정치제도적 관정도 부시행갱부 시기홍안 주요한 제도적 연화는 일어나지 않 

았으므로 역시 유효하지 않다 

이익집단의 로비와 영향력을 중시하는 경제적 판점에서 본다연 민주당이 선 

거융 의식하여 FrA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집단인 노동조합 퉁의 압력을 수 

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FL-CI。 퉁응 부시행정부 시기 내내 FrA에 

반대하라고 지속적으로 민주당올 압박해왔다 이로 인해 노동과 환경이슈를 무 

역과 연계히는 인주당의 공정무역 요구가 지속적으로 캉화되어 왔고 이등이 

FrA 정책에 영향올 이친 것은 사실이다 무역상대국의 노홍조건융 개선하라는 

요구는 NAFTA협정서에는 부속문서로 삽잉되었지만 요르단과 모로코와의 협 

정서에는 협정서 본문에 반영되었으여 인주당은 이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그려나 FrA로 인한 띠해집단과 수혜집단의 앙력은 부시행정부 시기 

내내 존재해왔ξ므로 정제적 관정안으로 인주당의 급격한 연화플 설영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 성제 의원들의 투g에는 이녕 i좋은- 공공정책올 추구할 풍 

기 재선의 욕구 당 충생도 의회 내 권력지향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올 

이친다 ‘ 

\3. fb ι 156-157 
14.lbid， 1씨O 액장재(199기 152 

15. Jagdish Bagwati, Tlze Fi l1l1’lrial Tin κ 2ω7.5.22 

16. John E. Jackson and John ‘V. Kingdc π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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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용 이녕과 가치판도 이해 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인식흔적 판정 

에서 온다연 민주당 의원률과 지도부의 공정무역에 대한 신입이나 선호가 부시 

행정부 후반기에 들어와 보다 강화된 것으로 해석힐 수 있다 싣제로 FTA정책 

에 있어 공정무역에 대한 인주당 의원들의 언급은 2005년 이후에 크게 증가했 

다 그러나 <.H. 1 >에서 의획 욕히 "원의 요절결과률 보연 비숫한 시기에 의 

회애 상정되었고 공갱무역의 판정얘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바래인과 오안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부시 행정부 시기 벼준왼 FTA9개 중 7깨 

가 2003년부터 2이l6년까지 의회용 용과하였는데 이 시기 하원의원의 인적구 

성에는 큰 연화가 없었다 국가 정책결정자틀의 이녕이나 가치판이 이처렁 단 

기간에 연용했으리라고 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식흔적 판정도 역시 한계 

율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회가 이러한 모순죄 현상을 보이는 이유훌 설영하기 위 

혜 의회 특히 하앤의 의사컬갱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주당 지도부를 포항 

한 주요 행위자율의 개인쩍 차원의 운석을 시도하였고 이용 위혜 의회 의사륙 

과 요결기록융 분석하였다 

이 논문온 다읍과 감이 구성되어 있다 미국 무역정책에서외 외회외 권한파 

부시행정부 시기 FTA정책용 개칸한 후 의회의 FTA 갱책에 가장 큰 영향융 미 

치는 것으로 명가되는 하원 세잉위원회0시ays and Means Committee)와 상 

원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소속 의원등의 g경기혹과 의시혹올 정 

토할 것이다 그리고 2004년 부시 대용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2006년까지 미국 

FTA 정책에서 의회의 태도가 연하재 왼 이유와 그 과갱융 살며율 젓이여. 이 

용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분석도 영챙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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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이국 무역정책애서 의회의 권한 

일반적으로 미국 무역정책의 핵심 행위자로는 대용령융 포함한 행정부와 의 

회를 들 수 있다 의회는 육장한 무역협상윤 직접 당당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상당한 권ι!% 앵정부애 위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에춘 풍 무역정책의 최종적인 

권한은 여전히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미국 갱부가 역사적 

으로 가장 많은 무역협정 협상올 지속하띤서 무역정책 입안과 설행단계에 직정 

창여하는 의회의 중요성은 더 농아졌다 1 

。l처럽 의회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충대한 역힐올 챙사하지만 이는 학계 

에서 장 논의되지 않는 주제이다" 대외정책에서 정치지도자율의 개인적 용성 

파 그로 인한 행동성향에 대한 연구도 행정부 인사들과 당리 의회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l’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구성원률은 용상 
갱책의 절정파 수행과정에서 오든 정치시장 생여자들 중 충싱적 위치에서 가장 

큰 영향력용 양휘한다 이와 강은 영향력용 양휘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 현엉 

쩨 1조에서 의회에게 대외용장올 규재힐 수 있는 권한융 부여하고 있융 훈안 

아니라 의회가 다른 조세와 함깨 수잉세용 부과항 수 있는 권한융 가지고 있느 

데서찾옹수있다@ 

이련 이유로 인해 의회에서 무역정책을- 직접적으로 판장하는 기관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관세쟁책용 당당했던 하원의 셰잉위원회와 상원의 채무위원회 

이다 무역문제가 점차 욕잔해지 연서 각종 갱운회 개최 퉁 이들 외 다수의 위원 

회가 참여하는 경우가 능어나고 있으며” 위원회간 중정현상도 나타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 풍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간주왼 

다 어떤 대외정책이 정치적 개인적으로 얘력융 갖게 되연 의회의 각 위원회가 

관여하고자 '1'는데 반해” 세잉위원회와 재무위원회가 거의 독정적인 영향력융 

17.James K ’ilcksc κ l 
18. Lind say. 3 
19. Sc.어 . c，πhlow， 694 

20 용용앤 94' 
21 강은 핵 9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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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i>t.고 있는 것은 신속처리절치P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부가 제충한 이행법 

오쩨 대한가부투표외에는할수 없게 된상원과하원온회의의 중요성이 상대 

적으로 크게 감소었기 때운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협상결과가 단일한 이행법안 

의 형태로 의회에 회부되는 이상 협정에 포함된 비판세장역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당위원회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올 수 없게 되었다 안연 

무역관련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우위원회의 영향력은 한충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을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 차원의 분석은 거의 

이루어진바가없다 

〈표 3> - <표 5>처럽 세입위원회와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요뺑태는 

같은 당 타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차이올 보이여 복히 이러한 경향은 민주당 

의원을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CAFTA 미-오만 FTA 퉁융 제외하연 양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FTA에 대해 더 우호적이다 

이 논문은 상원 재무위원회보다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분석에 더 비중을 두 

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원 세잉위원회의 권한이 좀더 강썩하다3 미국 헌엉 제1죠 7항에서 

는 -모든 세입관련 엉안은 하왼에서 발의해야 한다 다안 상인온 다른 업안과 

따찬가지로 하원이 방의한 법안의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이에 동의할 수 있다-

22. Lindsay , 54 
23 신속처리권앤Fast Track Authority) 얘흥령이 째경안 무역협정애 대해 의회가 수정안융 
재출하거나 째용융 경 수 없재 한 죠항이며 2002년애 이톨 부양시키는 과정애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호 영갱이 연정외었다 1974년얘 다지강 엉상융 용한 
강씨인"용 위해 낙슨 앵갱부가 제안@때 도잉띤 이후 1979년 1984년 1991 연‘ 1993년얘 

각각 부힘외거나 연장되었으며 1994년애 우쭈피}이 앵상이 종요외연셔 시효가 안료되었다 

1998연에 클린턴 앵정우가 우핑시키려 했으나 찬성 18()영 안대 243영으효 (공화당 장성 
151영 안대 71영 인주당 잔영 29영 안대 1 71 영) 하원흉과애 싱예예 우산되었다 2001 년 
우시 대용령 정권 후 용화당 의씬 상영수가 찬생으효 융이서연서 2001. 12.6애 H.R 3005가 
잔생 215명 반대 214영으로*낸융용파했고(공화당찬성 194영 안대 23영 민주당한성 
21명 안대 189영) 2002.5.23애 상원응 대에영안인 H.R. 3α."훌 흥과시겼다 (공화당 잔생 
41영 안대 5영 인주당갱성 25영 안얘 25영) 이후상 하원은협의회용구성하여앙의안& 
도용하였고 이 항의원 영안이 길용 혜 7.27과 8.1애 각각 하원과상원&용과하였다 

24 김장규 손기용 칙명선 51 
25 깅용융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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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규정하고었다 

둘째 상원과 하원의 가장 중요한 차이로는 1) 하원의 의원수가 상원의 4배 

이상인 정 2) 하원의원보다 상원의원이 더 큰 선거구용 대표하는 정 3) 상원 

의원의 임 7)(6년)가 하원의원의 임기(2년)보다 길다는 점융 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00"한 유권자듭로 구성되고 선거용 항상 의식항 옐요가 없는 상원의원은 

유권자들로부터의 압력에 보다 자유로용 수 있으며 대외분제에 있어서도 보다 

국쩨주의적인 시각융 가질 수 있다i 따라서 임기가 진 상원의원은 종 더 장기 

적인 정책목요용 추구항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인 보호무역적인 앙력애 대 

혜 즉흥적으호 안용함 영요성이 δ맨보다 적다고 용 수 있다η 

심제로 부시행갱부 시기 주요 FfA 비준결과플 보연(<표 1> <Ji 2>장조) 

전반적으로 하원 온회의보다 상원 본회의에서 하원 세잉위원회보다는 상원 재 

우위원회의 FfA 지지도가 농았다 따라서 하원 세입위원회가 FfA 비준과정 

에서 보다 큰 연수로 작용혜왔다고 함 수 있다 

m 부시행갱부 FTA 갱책의 륙정 

2차 대전 후 이국 갱부는 다자간 무역질서와 배지되는 양자간 무역협'olol 소 

극객인 자세용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안부터 마국 무역대표부{U5TR)는 

양자 및 다자간 협상융 함께 추진한다고 꽁연해왔고 우루과이라용드 협상 추진 

과병행하여 1985년이스라엘 1988년캐나다 1993년캐나다 멕시코와 FfA 

읍 제절했다 현재 부시앵정부가 2010년 협상타결올 옥표로 추진 중인 중냥이 

전채 국가용 대상으로 한 이주자유우역지대(FTAA)도 이미 를린턴 행쟁부시기 

얘 시작된 것이다 이져럽 미국은 우빙색이나 인접국을 복히 주호 중냥미 국가 

흩에게 일방적 우역확혜용 공여히는 FfA나 유사엉안용 흥과시켜왔다1 

이러한 기쏘는 부시행정부에도 이어졌고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26. \Vaher J. 01eszek , 23 , 26-27 
27 깅장규 손기흩 허영선 51 잉재진 79 
28 용충앤 984-985 



334 홍대용 

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싱a을 흉해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올 진작 

시키연서 양자간/지역간 협상올 영앵하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내세워왔다 그 

러나 부시행정부는 WTQ제제 강화보다 FT AA. MEFT A. APEC 동 양자간 

무역협정에 7)안한 지역무역협정 추진에 더 관심이 있었고lO DDA가 교학상태 

에 빠지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9.11 테러 직후 흥란 속에 쉽게 풍과왼 이 요르단 FTA률 제외하연 부시 행 

정부가 본격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한 것에는 무역중진권한{TPA)이 8년 안 

에 부훤한 것이 큰 역항을 했다 NAFTA 0]후 클린턴 뺑정부는 정레 풍과 

FTA툴 추진했으나 1994년에 TPA가 만료되어 큰 성과흘 내지 못했다 반연 

부시 행정부는 TPA 획득 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FTA블 추진하여 2003년 

칠레와 싱가포르 2004년 호주와 모로코와의 FTA가 큰 어려움 없이 의회비준 

올받았다 

온래 양자간 무역협정은 다자주의와 갱반대되는 개녕으로” 회원국의 합의도 

출이 어렵고 자국의 북수한 요구플 관철하기 어려운 다지주의의 한계율 보완하 

려는 용기에서 출발히는 것이다P 그런데 부시행정부 FTA 정책에서 특이한 정 
응 '!!-국과 호주을 제외하연 FTA 싱대국의 정제규모가 매우 직다는 정이다 심 
지어 NAFTA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한이 FTA의 경우에도U 한국 GDP 성장 

기여융응 최대 0.4%에 달하지만 미국 GDP 성장기여율은 0.03% 갱도영 것으 

로 전앙되고 있다” 부시 재선 후 제첼왼 CAFfA‘ 이 오안 FTA의 경우 이플 

함해도 그 교역량이 미국 전제 교역량에서 차지하논 비중은 0.7%에 툴과하며 

이들이 정치쟁정화된 정도에 비하연 미미한 수준이다 

부시행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 경제적 실익보다 국제정치적↑ 더 세분하면 

지정학적 고려와 안보상 고려를 우선시해왔다 언저 부시 대홍령은 2008년 4월 

29.2008년 7얼 29일 경영외었다 
30. Richard E. Feinberg , 140 깅정수 (2003).552-553 

31. Charles K. Rowley , Willem Thorbeckeand Richard E. Wagner (1999). 394 

32 갱인교 노채용 \0 
33.2003연 기용으포 한녁이 미국 우역애서 자지*나긍 "1충은 약 6%이다 
34. John Gilber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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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롬비아 FTA 표질융 앞두고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올용비아와의 FTA가 

국가안전보장 문제이고 이률 비준하지 않으연 중냥미 안이세혁이 세력융 확 

장얘서 미국의 안보홉 위협할 것이라고 규정하연서 이용 경제적 이익애 앞서 

최우선과제로 언급했다" -미국 대외안보갱책에 대한 협력 정도용 FTA 협상대 

상국 선정기준의 하나로 삼는다-고 밝혔언 로버트 영릭(Robert Zoellick) 전 

USTR 대g는 2()()3년 3월 상원 재무위원회에 충석하여 ·띠국 무역정책은 대 

테러전쟁의 영부-라고 했다‘ 청릭의 후임자인 률 포드언(Rob Portman) 전 

대g도 2006년 Z월 한이 FTA 협상용 시작하연서 -아새때셔 민주주의와 자 

유흉 중진시키는 한국은 미국의 충요한 따트너이며 이러한 한국과 FTA 협상 

융 시작하게 왼 것용 기쁘게 생걱한다-라고 발언했다”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9.11 티1러 이후 경제문제보다는 안보운계에 

서 더 높은 지지용 받아온 부시행정부가 무역갱책얘서도 대중의 지지툴 획득하 

기 위얘 내세운 갱치척 수사라고 혜석양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향은 유럽연 

합과 냥미공동시장(MERCOSUR)은 융론이고l 부시행정부 이전 미국 우역갱 

책에서도 존재해왔다 이국은 냉전시기부터 무역올 우$댁과의 정지 경제적 

정속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며 . 이는 우역문셰에 있어 경셰적 국익을 우 

션한 것으로 명가받는ι 클린턴 행갱부애서도 지속되었다 2()()()년 5월 17일 하 

원 농영위원회에 용석한 전 USTR 대표 살린 아셰프스키(Charl ene 

Barshefsky)는 -중국에 PNTR융 부어하는 것은 이국 노동자률 농인들 기업 

률에게도 많은 도웅이 되겠지안 동시에 중국의 내부개혁과 동아시아 지역의 안 

정융 위한 최선의 땅엄-“이라고 양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복징은 

자신틀이 주장하는 최고의 가지와 정서용 지키기 위해 대외경제용상올 포항한 

모든 외교문제애 척극적으로 깨입하는 신보수주의 이녕이 무역갱책과 결함되 

35. \Vhile House, Press Release, 2008 .4.7 
36. R.생ert B. Zoellick. 2003.3.5 
37. Rob Portman. 2006.2.2 
38. Richard E. Feinberg. 142 
39 잉재진 25 

'" 이제득 65 
41 . Charlene Baπhefsky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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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Q 이러한 경향이 더 뚜헛혜진 정이다 

W 부시행정부의 대의회 전략 

1993년얘 NAFTA가 많은 논란애도 불구하고 의회융 용과한 것은 조지 H 

부시와 빌 클린턴이 반대파에 대혜 장 계획된 이연보성"(side payment)올 제 

공하는 퉁 머트남{Putnam)이 주장한 2단계 재임(Two-Level Game)>J을 효 

과적으로구샤한결과로용수있다‘ 

그러나 부시앵갱부 시기 의회의 FTA 비준과쟁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 

지 않는다 이는 부시행정부의 대의회 전략과 일접한 관현이 었다 갱치적 양극 

화는 2αm년 선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2004년 선거에서 껑정에 이르렀다 

자신의 정당 성~째 따라 대용령 후보에 투g한 유권자의 비융과 통일 정당의 

대용령 후보와 하원의연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비용이 인주 공화 양당 모두 

2004년얘 칙고를 기용했다ι 이썩한 상맑l서 Zα)6연까지 부시의 의외션략은 

대부분 공화당옵 단정시킨 후 민주당 의원틀을 일부 포성8논 것이었고 민주 

당주류와타협합 어지늠거의 낭져두지 않았다‘ 9. 11 대 01 직후￥시의 지지 

융은 〈그래프 6>에서 보듯 급격하게 상숭하여 2002년 상반기 내내 70%흘 상 

회했고， 욱가안보라는 문제로 촉발된 앙당간 극대화원 협력 (hyper 

bipartisanship)은 9.1 1태 러 직후부터 2002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U 일혜로 미 

의회는 9 .11 태러 이후 유엔분당긍 납부와 유앤 주재 대사 인춘애 바로 용의했 

고，‘ 2001년 미-요르단 FTA "1춘과 2002년 TPA의 부훨도 모두 이러한 분위 

42 잉얘란 (2005)‘ 112-11 7 
43. Putnam은 FfA와감용긋째잉상의과갱융대외엉성~level 1)과쭉내비훈융양지 위한국내 

정치1 (level 11)라는 2단쩨 게잉(two-level games)으로 엉'!한다 자세안 내용옹 Robert 0 
Putnam. 42746O 

44. William Avery, 30‘ Kennelh A. Wînk , C. Don Livingston. ilnd James C. Garand 
754 

45 입생호 17-18 
‘6. Daniel DiSa lvo, 14 
" 손영권 54-: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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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속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연화는 〈그래프 3> <그래프 4>에서 

107대 의회의 정당단합부요울이 이후 회끼율보다 낮은 것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선거에서 공억당은 여당으로서 상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었고 

이로 인해 1934년 선거 이후 루즈앵트 정권에서처렵 대용령과 여당의 자신감 

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우 그와 비예하여 1998년 공화당이 캉린턴 탄핵올 추신 

한 것처럽 야당의 환안도 !;i아질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정당단합도의 증가 

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율 수 있지만‘ 1 08대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당 

단합도가 오두 중가한 것은 측 정당간 대링이 싱화된 것은 여기애도 영.，.융 받 

응것으로보인다 

V 부시행정부 FfA정책에 대한 의회의 반웅 

부시행정부 시기에 들어와 인주당은 보호우역주의 잭채홉 완화하고 고립주 

의ÃKiso lationist) 라는 비판에서 옛어나기 위해 1980 11대부터 주장해온 노용 

과 환정올 흉상협상의 주요 의제로 삼는 공정무역(Fair T radel 노선을 더 강 

화했다 인주당은 FTA율 대째로 지지하연서도 2002년 TPA 비순과정얘서 우 

역조정지원(TAA)’1 조항올 삽입하는 퉁 앵정부와의 타협융 흉혜 성리를 챙겼 

고 이후 FTA 비준과쟁에서 노동과 환경 이슈플 지속적으로 제기합 수 있는 양 

딴융 of연했다 

〈요 3> - <표 5>에서 보듯이 표결 기릅이 모두 공개되는 이국 의회의 륙성 

상 의원틀의 후g 앵태는 대째로 일판성용 띤다 특히 2001 년 하반기 이후 우역 

48. joseph S. Nye Jr., XV 
‘9. James W. Ceascr and D.lniel DiSa l‘。 1
50 손냉권 57 
51. TAA{Trade Adjus‘menl Assistance) 수잉g칭으호 인한 씩얘업용 앙생시 강셰나 새이 
프가죠치호 앙호하는 얘신 노흥혁의 앤g힌 이용용 위한구직비용지원과 입긍보상 기엉에 

대예서는 연구 1업율 외한 '1"지앤 장기저리 금융 잊 찌정지앤율 용얘서 산엉구죠죠갱 
이 원영하게 이$어지져 하는 것으표 이욱용 1962연 용상앤용엉파 1974년 흉상엉 잊 1988 

년 종업우역엉에 의하여 보원왼 우역죠갱지씬제도g 도엉 용영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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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주요 요절과 관련하여 하원 세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을은 거의 

전원이 찬성입장으로 일관했다 공화당에 비해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한 민 

주당도 세입위원회의 경우 지지융 80%를 상회하는 민주당 의원은 총 24영 중 

18영으로서 FfA를 지지하는 의원이 많았다 〈표 3> <표 4>에서 보듯 정당 

단합투표가 이뤄진 CAFfA와 미-오만 FfA 이-흉용비아 FfA를 제외하연 인 

주당 세입위원회 의원들의 FfA 지지융은 81 .5%로서 세영위원회 비소속 민주 

당 의원을의 영균 지지윤 46.7%보다 훤씬 높고 이는 전제 공화당 의원들의 영 

균 지지융인 90%선에 근접하는 수춘이다 여기에는 세잉위원회에 8명이 소속 

된 신 민주당웬New Democrat)~l의 비윤이 하원 전제에 비해 높은 것도 영향 

을 이쳤다 <Jl 4> 에서 보뭇 110대 의회 세입위원회 소속 신 민주당원은 8영이 

고 이들의 FfA 지시융은 명균 90.6%로서 하원 션제 공화당 의원틀의 명균 지 

지윤과 거의 통일하고‘ 하원 전체 인주당 의원 영균 지지융의 두 애가 닙는다 

그런데 이처렁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융에도 블구하고 정당단합투요가 이뤄 

진 FTA들(2001-2002 년 TPA 부환， CAFTA 미-오안 FfA 이-콜룡비아 

FfA)의 경우 정당단합투표로 인해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을 중 

TPA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의회에서 비교적 일관왼 강한 반대기류가 형성되 

어 있었으으로 부시 행쟁부의 특징적 현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의원들은 선거구민의 여흔올 의식해서 투표할 때가 않고 

투g에 대한 정당의 용제는 비교적 약한 띤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 

안일 경우 미국 의원을도 정당 노선과 압력에 올복하여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 

본래 정당단합투표의 경우 상 하원의원 모두가 선수가 낮올수혹 갱당방칭에 

따르지안， 원내 재직기간이 능어감수욕 정당방칭에 거스르는 경우가 늘어난다 

52 신 민주당원(New Democrat) 올련턴은 신민주양씨ew Democrats)융 건성하여 1970년 
대와 80연대의 이념적 강흥과 재도객 영예융 치유하웠다는 기지톨 내걸고 당내 경션애서 총 

리었다 흉련턴이 1990년부터 91 년까지 의장용 지낸 인주당 지도자회의(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애서 1997년 신민주앙연잉{New Democral Coalition)이 탄생했 

고 2008년 얻재 힐허리 증인언 혼 게리 조 리어얀융 포앙한 상원의씬 15명 'f원의원 59영 

으호 구성외어 있다 주로 충도혀 친기엉객 잉장& 견지해왔다 자새안 내용응 Dani인 

DiSalvo. 1-18. hltp:/ jen ‘"ikipedia.org/wiki /New_Democrat_Coali tion 
53 깅흥용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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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선수가 낮은 의원잉수혹 부표에 대한 갱당의 조언에 너 의존하 

고 선수가 높은 의원에 비해 정당의 압력에 너 좌우된다는 가정과 부합한나 의 

원들이 투g성향융 바꾸는 것은 유권자와 의회 지도부의 쟁각얘 얼마나 따르는 

가애 달려있다~ 11 0대 회기 시작 당시 미국 하원의원의 명균 재직기간은 10. ) 

년”인데 반해 11 0대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의 앵균재직기간은 13.1 년(<1l 4> 

장조)으로서 더 깅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위원회의 높은 위상까지 고려한다연 

갱당의 앙력애 굴복하고 정낭단합무표에 대다수 소속 의원이 풍조한 것은 앙애 

서 언급한 갱당간 대링의 격화와 그효 인한 민주당의 높은 갱당단항도를 재외 

하고는성영하기어렵다 

이처럽 정당단함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2007년 하원의장직에 오은 민주당의 낸시 옐로시(Nancy Pelos i )이다 2002 

년 덕 게따트(Dick Gephardt)가 대용형 선거에 출야하연서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직이 공석이 되었다 당시는 부시의 정당연향적인 의회견략으로 인해 당파 

적 양극화가 싱화되어 인주당 내 신 민주당원으호 상징되는 충도파의 잉지가 

좁아진 상태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앤로시는 중도아의 스테니 호이어 

(Sten y Hoyer)와의 경쟁에서 숭리한다” 취잉 ~ 엠호시는 뛰어난 모긍능력 

으로 인주당의 재갱융 뒷받칭하연서 자신의 영향력올 높였고 전반적인 당 옹 

영융 장악하는데 성공했으며 2006년 중간선거 숭리풍 위해 애진했다 " 2006 

년 하원 민주당 원내대요 경선에서 지신이 지지한 후보가 호이어애게 패배하면 

서 지도력에 상처{l 입기도 했으나j 앵로시의 영향력은 1994년 선거 이후 하원 

의장융 맡아 20세기 중반 이후 역대 회고의 권한용 행사한 공화당의 뉴트 깅그 

리지(Ne‘\' 1 Gingrich)와 비견되는데 ’ 뱅로시는 깅그리치와 달리 보다 중도 
적인 입장올 취하고 치일한 천약융 흉혜 욕재형 지도자의 이이지용 피하면서 

54. Thomas Stralman 、 675 
55. Mild red Amer. I 
56. Daniel Di5a1‘.'0 11 .12 
57. Ronald M. PetersJ r. and Cindy Simon Rosenthal. 10. Oaniel DiSah.o, 12 
58. (arl Hulse. Tlre NroJ Yort Timts, 2이)6， 1 L1 7 

59. William F. Connelly’r. and John 1. Pitncy J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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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용확대해왔다” 

1) CAFTA의시레 

부시 재선 후 우역정책에서 의회의 연회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CAFTA이다 2005년 7월 히원 표정올 앙두고 멜로시는 "CAFTA에 찬 

성하는 것은 부시에게 힘올 싣어주는 것”이라며 인주당 내 찬생파에 공개 경고 

했다 " 부시 행정부 1기부터 정당의 각종 지원긍올 미끼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융 챙사했던 공화당 원내대표 용 딜레이(Tom Delay)의 하원 장 

악력은 2005년 상반기에 안락사 허용문제와 부애스캔들로 초래된 공화당의 내 

분으로인해약화되었다 

이처럽 민주당의 강한 g 결속과 공화당의 내분으로 비준이 올확실해지자 공화 

당 지도부도 투표 당일까지 지역구의 이해판계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을융 개별 

정촉하연서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최소한 기권하게 안드는 퉁 g 이탈방지에 주력 

했다 부시 대용영도 직접 의회를 찾아가공회당 의원을올 일일이 설득해야 했다 

하원애시 1표 차이로 비출될 만큼 CAFTA의 흥괴기 난항을 꺾었지얀 이 시 

기에 무역적자의 급격한 싱화나 경제불황과 갈은 요소가 의회흩 압박한 것은 

아니었다(<그래프 1> 창조) 언저 무역적자 문제가 미국의 무역정책을 좌우한 

다는 가정은 몇 가지 역사적 사실로 기각왼다 그러한 예로는 1970년대 초부터 

60. Ronald M. PelersJr. and Cindy Simon Rosenthal , 11-13 
61 당시 6션 의앤이연 세며슨용 NAFfA와 2001년 TPA애 싼성항 안융 뚜옛한 자얘우역주의 
성향율 보였다 가장 은 쟁껑이던 CAFTA도 추가의정(addilional view)융 계용하여 지지 

하는 퉁 기존 노선용 견지했다 째잉위원회애 서 CAFTA애 잔성안 인주당 의왼윤 얘찌슨파 

강이 납부 출신 인주당원(Southem Democrat)으오서 정당연엉루g얘 소극적이던 흔 얘너 
가 유얻었다 혼회의 g정도 이융안 CAFTA애 반대"용 언졌다연 부절쟁 수 있었다 

이후 제펴슨온 영호시와 져속 강흉핀왜톨 유지했고 아요안 FfA J<정융 압을 -년 4월 
외융수수 혐의모 셰어슨얘 대한 FBI의 죠사가 시작되자 앵호사는 재쩌슨에재 에입위씬회애 

셔 하자잉 것융 요구었다 재어슨은 풍까지 저항하다 2006년 6엉 16잉에 앵로시가 주도한 인 
주당 의원용의 비공개￥요로 세잉위원회애셔 §용외었다 이러한 용위기 속얘서 이 오만 

FfA의 정우 흔 태너도 안얘 잉장으g 흘아서연서 인주당 쇼속 셰잉위원회 위원이 션씬 안대 

잉장융요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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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도표 라용드가 타결된 것처럼 무역적자가 

곧바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정 1잊에0년대 미국 

의 장기호생애도 용구하고 일온 둥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앙력이 여션히 강 

했다는정동융듭수있다i 

다른 경계연수 중에서는 심엉융이 2()()2년 TPA 잉법과쟁에서쳐펌 무역정책 

절정과정에서 7얘 중요한 영향용 이치는 연수인 것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 이 

역시 〈그래프 1 >에서 보듯 2()()1.2()()7언까지 실엉활에 큰 연용이 없었다는 정 

에서 민주당의 급격한 푸표행태 연화용 성영하지 못한다 

성당엉혜와 의류엉계의 로비가 강혔다는 분석도 있으내‘ 강쩍한 이익집단이 

영향력옹 행사하는 꽉정부문에 대한 재벌정책어 서죠차 이익집단의 요구가 그 

대로 정책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툴다 “ 노용계가 적극 반대했던 

NAFTA의 정우에도 노동초함이 잘 죠칙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하원의원 

읍의 표결정과애는 차이가 없었다‘ 뜩정 산엉올 제외항 수 있는 FTA에서 앵 

갱부는 정치객 부당이 가장 큰 산엉용 제외함 수 있다‘ 따라서 성당산업 둥의 

개방문제가 CAπA의 존립자제용 위협하는 최대 이슈였다연 행정부는 2()()4 

년 의회툴 용과한 호주와의 FTA에서 성양산영 자제등 제외한 것과 유사한 전 

약옵 활용양 수 있었융 것이다 

그리고 T PA 부양이나 NAFTA 우루과이 라운드와 강은 팡엉위한 우역엉 

엉안 투표와 당리 륙정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이익집단의 강한 압력융 촉발하는 

경우는 드뭉다 그리고 기엉이나 노동」환경 연합의 이해가 생게 일치되지도 않 

는다‘규모연에서 NAFl‘A와 비교가 되지 않는./II CAFfA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대가 다른 FTA들에 이혜 유독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에률 을어 

62 악태호 lι11 

63 악생흩 깅용톰 159 
6‘ Ed ‘ ,\'ard Alden and Neil Buckley , The Fimmcinl Times , 2004.2.26. 
6s 액장제199:끼 155 
66. Kenneth A. Wink. C. Don Livingslon. aod’ames c. Garand. 762 
67. Gene M. Grossman and Elhanan Helpman. 687 
68. Scoll Crichlow. 706. 
69. Edmund L. Andre“ s. T7u' Nno York Ti…es. 2005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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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부시앵갱부 시기에 계속 세입위원회 충진의원(Ranking 

Member)으로서 민주당 의원을올 이을어온 찰스 랭글(Charles Rangel )1C은 

온래 싸F무역에 우호적이고n 션탕산엉의 반대로비 속에서도 애초 CAFTA엉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도이니카공화국을 끼워넣용안픔용과에 척극적이었으 

내? 울과 몇 개월만에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CAFTA의 연장선상에 

서 의류산영의 개방혹융 확대<1-는 엉얀jH. R.6560)에 탱글용 공동딸의자로 창 

여하였고 이 엉안은 하원 세입위원회의 지지흘 받아 2α)8.7.29 얘 본회의(구 

두요경)플 아무 반대의견 없이 영게 흥과하였다 헬로시의 오랜 갱치적 동지。l 

고 비교적 자유무역융 지지하는 묵제주의자”로 분류되지만 CAFTA 풍 정당 

단함투표에서는 FTA융 반대해온 세입위원회의 집 액더멋Uim Mc[농rmott) 

은 2008.7.29 본회의 표결 전 발언에서 번국들의 경쩨죄 발전융 위한 무역정 

책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미국의 번영과 미국인의 양싱에 부함한다는 

존 F 케네디 대용령의 발언융 언급하며 적극 지지했다 이익집단의 영향이나 

의원 깨인의 이녕은 이쳐럽 CAFTA에 대한 지지입장용 고수하언 의원들이 g 

철융 앞둔 시정애서만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했던 배정융 용전히 성영해주지 뭇 

한다 

민주당 내에서 C AFTA 저지에 가장 적극적이었앤 사랍은 옐로시였다” 옐 

로시는 2002년 TPA 부황에는 반대했으나 NAFfA와 우루과이 라운드 칭레 

호주， 바레인， 에루와의 FTA애는 안성했고 미국의 WT。휠회얘 반대하는 둥 

자유무역주의 성향도 보였다 그러나 당시 멜로시는 2006년 충간션거애서 숭 

리하기 위해 전국적인 이슈용 만틀어내는 일에 올두하고 있었고‘" "cA다A 

70 활스 쟁긍{Cnarles Rangcl): 2007년우터 하원 에잉 위원장을 V았고 1970녕 이얘 37~긴의 
의갱생앙용 용얘 의회애셔 상당인 '/1언권& 앵시하고 잉지안 당 지도부와 육링혀~ 앵용얘 
온 역대 새잉위얻장과 암리 강옹 당 소속 하원의갱인 '11"시의 요구톨 비교객 장수용*운연 
이다 대애호 쩨초엉애의 이얘. 대연하여 자유무역애 찬성뼈있다 그러나 NAFTA 퉁애 안 
얘한 션혁도 있어서 1싸우억후외자 라기보다는 우역장벅용 안대야나 각종 상업지원정책 

(subs î dîes)에는 싼생'f는 국제주의재interna tiona l i st) 호 용유핑다 자셰한 기용온 
Daniel Griswold , }-47 

71. ROBIN TONER, ~ New York Timts , 2007.1 .8 
n. US1R Press Release. 200U .5 

73. Oaniel Griswold . 12 
74. J아ephine Hearn 끼te HiII, 2005.8.3 
75. Ronald M. P，언eπJr. ",nd Cîndy Simon Rosenthal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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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은 곧 부시 지지-라는 언급어 서도 보뭇 낭롱융 CAFfA 반대로 쩡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CAFfA가 이러한 정치 이슈화 전약의 일환이었 

다는 사실은 멜로시가 민주당 하원선거위원회(DCCC) 의장으로 잉영했던 쟁 

이얘뉴얼(Rahm Emanuel)의 인터뷰i에서도 확인항 수 있다 

2) 0 1-오만 FfA의 "1211 

CAFfA보다는 대렵의 정도가 멸했으나 이-오안 FfA도 역시 엘로시가 반 

대투표를 주도었고 2006년 중간선거가 4개월도 냥지 않은 시점에서 경합지역 

의 선거결과에 악영향율 출 수 있음에도 용구하고η 공화당도 쟁당단합투요애 

가세하였다 추목앙 부분은 물과 7개앤 정 비춘왼 띠-바레인 FfA의 표결결과 

와 현칙한 차이합 보였다는 정 개연 의원듭의 요경결과에도 엉판성이 거의 없 

다는 정이다 쩨펴슨이 세임위원회에서 퇴용되고 태너도 지도부의 입장을 수용 

하연서 동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률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오안 FfA 엉안에 

반대의견(dîssenting view);'S을 째시혔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다음파 같다 

(1 ) 오만은 바에?!에 비해 노동조건 개선노력이 부족하다 

(2) 절차상 문에가 있다 상원 재무위원회가 결의한 공정부역 수갱안을 엉안 

에 반영합 수 잉게 하는 오의회의(mock conference)융 열지 않았다 

(3) 오만은 바레인쳐협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관계블 혜소하지 않았다 

(1)은 요안은 IL。 가잉국이었고 휴언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 등에서도 

노용￡합 문제가 지적되는‘ 바레인과 비교했융 때 복별히 더 심각한 문제는 아 

니다 (2)의 경우도 의회비준과정에서 양생한 운째일 훈 처옹부터 민주당이 오 

안 FfA에 반대한 이유는 아니다 (3)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2005년 1 2월 이 

바레인 FfA가 비준되던 시점에도 이집트와 요르단용 제외한 충동지역 대부분 

76. James Traub. Tht Nnv York Times Moga;:iut. 2이)6.3.12 
n. Jamie L C .. rson , Gregory Koger , Matthe“’ 나bo 경 

78. Cong~sional Record , J이y 17 , 2006 , H. Rep’ 109-574 
79. Human RighlS \Valch , World Repor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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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스라엘 상용 용얘앙칭은 연합이 없었고” 이는 미-오안 FTA가 논의되 

던 시정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갱학적 여건 산업구조‘ 중동지역에서의 친미 성향， 미국이 추진중인 중풍 

자유무역지대(MEFTA)" 후보국이라는 다른 요소툴용 고려뼈도 바레인과 오 

안의 차이는 미국 입장에서 이미한 수준이었다 옐로시도 본회의 발언에서 지 

쩍혔듯 오안과의 무역규모는 매우 작아서 이로 인한 정쩨적 득실은 거의 우시 

힐 수 있는 수춘이었다 인신애애(human trafficking) 문쩨가 쟁정으로 부장 

했지안 미국 국우성 자료I에서 보듯 바레인도 감시대상국가{watch Iist)에 융 

라있어큰자이가없다 

민주당이 미 오만 FTA에 강하게 반대한 것은 2006년 중간선거플 앞두고 이 

융 쟁정화시켜 갱치적 이득옳 엉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절정적인 계기는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 포트월드(DPW) 사건”이었다 1990년대부터 FTA를 거의 

일관되게 지지해용 하원 세잉위원회 재비어 에커|랴{Xavier Becerra)는 미 오 

안 FTA에 반대하연서 -미-오안 FTA가 체절되연 미국 항안의 안견을 보장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냐 이는 미국 갱부가 밝혔듯 항만 운영권이 얘각되더라 

도 보안부분은 미극 갱Jf-의 판함영역이라는 검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다 민주 

당이 오안과의 FTA에 반대한 것은 두바이 포트월드 사건용 연상시키고 9.1 1 

테러 이후 지속왼 미국인율의 안보 불안강융 지극하여 이득융 얻기 위한 정치 

80， 2005년 9엉 24얼 야에인 갱우는 이스악영 상용에 예한 .예방생융 엉억힌다고 양g하였으 
나 강은 얘 10엉 12잉 야에인 의m가 이 안율 거부하연셔 우산되었다 

81. MEFT A(Middle East Free Trade Aæa): 2003년 5월 9잉 ￥시 대용영이 세인한 구상이 
다 충흥 2lI여깨 극기톨 대상으혹 이국와의 FTA세정과 ‘VT。가입 풍 양계칙 이앵인냉 용왜 

풍용지역의 정재앙선흩 외하잉서 이 지역의 정지칙 인추억껴지 영우에 용 예~ol었으여 도'1 
라용드가 화초되연서 언재는 이혹과의 FTAlI 위주로 추잔되고 에다 

82. U.s. Department of State , Trafficking jn Persons Rl!pOrl 2008 끼er 1'1acemenl 
83 아캉에미리트연잉~UAE) 국영기업잉 우바이 포트엄드사가이긋동￥ 6개항만 용영권융 인 

수히는 과정에서 이 사생이 2006낸 2엄애 언용에 보도의고 미국 내 안보논란이 잉어냐 부시 

앵정부가 궁지에 을힌 사건이다 부시 앵갱우는 국내 안영흩 쭈시하고 강앵하려 했으나 항안 
인수톨 위얘 우바이 표프 앤드가 미욱 갱부와 비명리에 tl외안 사생이 드려나연서 운세가 확 

대되었.'i!. 2006년 싱안기 우시 지 '1융의 급약으료 이어지앤서 갱에수’농혁에 싱각한 다격& 
잉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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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약융 계외하고는 성영하기 어렵다 

찌결 론 

이 논운운 미국 의원률의 표결올 사혜분석옵 흥해 실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분석 빛 그 의미의 일반화애는 한째가 있다 g철은 찬성과 

반대라는 애우 째한왼 의사표시 방엉으로 이푸어져 있어 꽉갱사안에 대한 의원 

들의 선호강도(preference intensity)용 전혀 강안하지 풋한다‘ 따라서 이 논 

문은 의사용과 기타 자료의 분석을 용해 의원들의 잉장율 조사항으로써 이러한 

한계용 보완하고자 하였다 

개영 선거구별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 예힐 들어 이국 전체 실엽율이 아니라 

위원회 소속 의원을의 선거구영 실업광 산업구조와 노동호합 죠직수춘‘ 개별 

의원의 각 부운별 정치자금 모금액 지역연 무역수지 강은 흉계자료까지 안용 

한다연 보다 실중적인 결과가 도출훨 수 있었용 것이다 계랑척 분석기엉은 비 

록 윌완전하지안M FTA로 인한 선거구영 경제적 영향 분석 동에 활용합 수 있 

는데 이러한부분들은후욕연구로보완휠수있올것이다 

그럽애도 온 연구는 1) 무역갱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수로 작용하는 하원 

세잉위원회의 요결기륙 용석융 흥해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등의 무역정책 성 

향이 다은 인주당 의원들의 성향 사이 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러고 

더 중요하재는 2) 이들의 g절기획애서 우렷한 비일판성이 나타나고 이는 기 

촌의 무역정책 이론으로 성영하기에는 한계가 었다는 정에 주욕하였다 

하원 세임위원회 민주당 의원틀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원회 비소속 인주당 

의원들에 비혜 FTA훌 더 지지하지만‘ 갱당단합투표가 이뤄지는 경우 그 차이 

가 크재 즐거나 샤라지는 정향이 냐타냥다 그리고 부시행정부 시기 륙히 

2004년 째선 성공 이후 FTA 엉오떨에 대한 민주당의 비업판왼 반응을 가장 잘 

섣영힐 수 있는 결정요인은 이익집단의 압력이나 의회 지도지들의 이엄 가지 

관의 연확보다는 부시 대흉형의 당파적 비타협척 의회전학으로 인해 심화펀 

84 이언우 12<) 

85. JlIme‘ K. Jackson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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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 정당간 대립‘ 그리고 그 양극화 구도속에서 2α%년 중간선거 숭려융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 수 있다 

그련데 보호무역을 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 초선의원률이 대거 *맨에 진출 

한 2006년 중간선거 이후 2007년 비준왼 미-에루 FfA와 2αJ8년 비춘절차가 

우기한 연기왼 이 항용비아 FfA에서는 이 논운에서 분석한 CAFTA와 이-요 

안 FfA와는 다은 양상이 나타난다 일반척으로 초선의연흩은 갱당의 압력을 

잘 수용하는 정향이 있고 2007년의 정우 하원 인주당 의원률의 갱당단합도는 

최고치을 기록했응에도 용구하고 이들 초선의원들은 옐로시와 효이어 행글 풍 

미 에루 FfA 찬성용 톡려한 지도부의 입%에 반기용 을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플도 규영되어야 힐 것으로 보인다 

w 각종용계자료 

(ll 1) 1없%년 이* 미국의 쭈.gø싱엉인 ，，~~괴 

의회회기 인긴 ，，~ ~과(찬성 인대) 

99 
이·이스바앨 FTA 1985.5.7 하월 흉*- 422-() 

(H.R‘2268) 1985.5.23 상원 통과 구우g경 

](lO 
며·채냐다 FTA 1988.8.9 llr월 용과 36640 

(H.R.5C빼) 1988.9.1 9 생훨 흉고è.83-9 

1993.11 .17 하웬 흉파: 장4-200 

103 
북01 FTA: NAFfA (공화 132-43 1 띤쭈': 102-156) 

(H.R3450) 1993.11.20 상훤 홈과~ 61-38 

〈풍화~ 34-10 I 민주: 27-28) 

1994.1 1.293댄 룡과f 쟁8-146 

103 
우후괴에라용드 (풍화~ 121-56 / 힐추‘ 167-89) 

(H.R.5110) 1993.11.20 상웠 뽕j，!r. 76-24 

〈황화 35- 10/ 띤쭈: 41-1 4) 

105 
Fast-Irack 부활 1998.9‘25<뺑 흉짜 섭쩨 180-243 

(H.R.2621) (흉화~ 151-71/ 띤쭈~ 2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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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α)Q.5.24 δ}원 홈~ 237-197 

106 
종국 PNTR~ (공악 164-57 I 인주 73-138) 

(H.R.4444) 2(XX).9.19 짱원 흉과: 83-15 

(풍양 .... / 민주 37-7) 

107 
미·요료딴 FTA 2001 .7.31 하원 용과 구우g결 

(H. R.2603) 2001.9.24 상웬 용과f 구쭈"절 

2002.7.27 하원 용파: 21양212 

107 
TPA 볍안 (용화: 190-27 / 룻!~: 25-183) 

(H.R‘3009) 2002.8‘1 상웠 흉과 64-34 

( 용화 43-5 1 인쭈: 21-29) 

2003.7.24 하웬 용과 270-156 

108 
이-청쩨 FTA <황화: 19:ι27 / 인추': 75-128) 

(H.R2738) 2003.7.31 상원 흉과 65-32 

(공아 43-7 / 인주 22-24) 

2003‘7.24 하훨 용과 272- 155 

108 
")-생가훌 FTA {공합: 197.27 I 인쭈: 7동127) 

(H.R.2739) 2003.7.31 상웬 흉과: (,6.32 

(공악 44-7 / 민주 갱 24) 

2004.7.1 4 하원 홈J짜: 314-109 

108 
이·호주 FTA (훌훌r. 198-24 / 힐주: 11 6-84) 

(H.R.4759) 2004.7.15 상웬 용과: 뼈-16 

{풍힐， 48←2 / 띤쭈: 31-14) 

2004.7.22 하헨 용과 323-99 

108 
"1 -오풍효 FTA (용화: 203-18 / 민추; 120-80) 

(H‘R.4842) 2004.7.22 상현 용과 85-13 

(장아 46-5/ 인주 38-8) 

2005.7짧 훌}원 용~ 217-215 

109 
CAFTA (공~ 202-27 / 인추 1 5-18끼 

(H . R잉↓5) 2005.7.28 상씬 용과 55-4-5 

(풍화: 43-12 / 면추: 11-33) 

86. PNTR= 'Permanent Nonnal Trade Relations' 의 약자 미국이 다용 나라와 정상 무역 
원'1:1< 영구적으갚 옛는 것용 의이한다 미국옹 팍세요역에서 다용 나악보다 용리하지 앙게 
하는 외에국 예위MFκ1 : Most Fa‘。red Nati。이 라는 용어. 1997년￥터 NTR효 야쩌 

사용하고 있다 이육 의여는 다흩 나라의 NTR 지위‘ 예연 싱사얘 연갱하는 앵식융 혀하고 
잉는얘 I'NTR융 *인방용 극기는 이 싱사를 양용 앤요가 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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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바해1인 FTA 
2005.12.7 ð"~훤 용과~ 327-95 

109 {공화 212-13 1 떤쭈: 115-81) 
(H.R.4340) 

2005.12.13 상앤 통.jlr. 전원 잔성 (]{킬 없옹) 

2얹)6.7.20 하훨 흉과 221-205 

109 
미·오딴 FTA {종확~ 199-28 1 연쭈': 22-176) 
(H .• . 5684) 2야)6.9.19 상훨 흉파， 6(ι34 

(공악 4용5 I 인주 11-29) 

2007.11.13 하원 흉화~ 285-132 

110 
")-혜우 FTA (꽁화: 176- 1 6/ 민주 109-116) 
(H .• . 3688) 2007.12.7 상월 흉:i!l-: n-18 

(공양 48-1 I 인주 29-16) 

110 
미·항홈비아 FTA 2아)8.4.10 하뤘 룡과 실째; 195-224 (무기한 

(H.RES.I092) 연7)X공화: 185-6 / 민추: 10-218) 

에서 CongressiOl'‘IR=쩌1 

"(2)0앤 셰잉위윈l 싱원 재무위원회 FTA 싱의g과 비깅 

싱의g과(진성 Eκ삐 
인간 

01원 새잉위원회 상원채무위원회 

미·요르단 FTA 구두g경용"f 안갱입지용과 

"1-질려IFτA 33-5 안’g잉치 용파 

"1-싱가훌~FrA 32• 5 만갱얼치흥과 

"1-효쭈 FTA 구두g갱 홍파 17-4 

며-모로>t FTA 26-0 안정영치용과 

CAFTA 25-16 구우g절흥과 

미-바혜인 FTA 구두g정용과 2().{) 

미-오딴 FTA 23-15 1(>-3 

미-빼후 FTA 39-0 구두g경용과 

미·항홉바약 FTA 뼈당사앙었응 빼당사항없응 

[.~l: Congressional R아{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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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3) 1107 1(2007-200에 'f원 셰입위얻!I 소" ;!1뼈 의앤 FTA lBPI을 

g예 싱?에 효 .. g호흐 CA 에혜민 g인 예* 훌톰til O ! 인잉. 
πA FTA FTA FT，λ nι πA FTA FTA FTA , .. ) 

‘ Va lly표 H씨e@t”8er 
(엔리 

장성 <!~ 앙생 찬성 연생 안생 앙정 안성 양성 100 

’ îmMcCæ냐}r“y 
(￥이쳐얘 싼생 <!성 !!성 장생 <!성 앙성 앤성 잉생 찬생 100 

D,‘’eCamp 
진생 잔생 찬성 깐생 찬생 장생 싼생 산생 찬성 100 

(마시깐) 

Jim Ramstad 
양성 장성 양성 찬성 안성 찬성 산성 기연 한성 100 

1')에소다)“ 

‘5삐.m사!스이)mi。n 양성 양생 !!성 찬성 안생 찬성 인엉 싼생 장성 100 

Phi’ E빼”어gl야ish 
{뺀생 야)' 한성 정성 양성 잔성 안예 잔성 안성 안생 찬성 85.7 

J l.'rr려y ‘ VeHer 
(얼 노'1)“ 

찬성 찬성 장생 안성 안생 잔생 진얘 잉생 찬생 100 

K"추n리Y Hulshof 
(며 )‘ · 진생 진영 생성 잉생 !’생 칭J엉 한생 기권 찬성 100 

R~ u.“’" 
산생 산생 잉생 잉생 한생 찬성 장엉 잉생 양성 100 

I~터1'1)" 

Kevin Brady 
잔성 잔성 안생 장성 씬얘 싼성 잔생 진얘 안성 100 

〈빼샤스) 

꺼，omas Reyno뼈S 
인성 찬생 찬성 산성 찬성 싼성 찬성 잔생 찬껑 100 

(뉴욕) 

Palll훌 Ry신ain 
(쩌A ι얘 안성 강생 찬성 찬성 찬성 <!생 <!생 산성 100 

f꺼c Cantor 
산성 산생 잔엉 산성 양생 양성 산갱 안성 싼성 100 

(벼져니아) 

John Lînder 
산성 '"엉 산성 안생 안성 찬성 산생 잉생 양성 100 

1"져아) 
Devin Nunes 

안성 <!생 기씬 산엉 산영 찬성 찬성 산성 산갱 100 {혈 ... 니아〉 

Pat liberi 
강생 산성 칭생 양성 !!얘 앙생 안성 싼생 잉생 100 1 9.하어9.) 

}on Poner 
산성 찬성 싼성 진얘 싼생 잉생 찬성 앙생 찬성 100 

{‘~바다)' 

행시 A홉입위 소깅양 
100 100 100 1∞ 95.7 100 100 100 100 99.5 

장억당의원 잔생‘’ 

셰공화입에앙의 "1앤쇼‘ 싼R생톨 86 ‘ 86.5 87.9 90.9 " ‘ 93.6 86.3 90.9 96.6 1<9.5 

1.~ COflgr얀에onal R<<ordl (기캉 """"'1 

87 의인영안용 히맨외앤외 놓온 재싱융융 강인하여 양후 FTA li경킬여도 보다 엉게 전앙양 수 

잉도혹 110 1겨 셰입위앤회용 기운으호 하~다 따라서 110 1겨 이션 외 JJ애셔 앵예진 ￥g의 
경우 당시 "씬회 소용 의원영단파 다소 차이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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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4) 110기 8 원 세잉위원회 스슛 인주g 의윈 FTA .B.iPI. 

찌죄 CAFT' 
기긴 

%에 WII .~ g효요 CA 8빼인 g인 ,.. 톨톨닝101 인잉 12잉/ 

{연l' 
πA 야A FTA FTA FT' FTA FT' FTA FTA 를"1 0-1 

이잉 

Charle!i R.!ngel 
3‘ e생 e갱 f1I 앙성 안에 캉성 안예 견엉 안예 '" 100 

{뉴욕) 

애'"리mirly니P애'eæ Surk 
” 안예 안예 언예 언예 연예 언에 @예 안에 안예 M 0.0 

Sinder ~in 

" 앙생 !fj 앤생 씬엉 연에 !생 @예 ~~ ~예 1<., 100 
{이，t~ 

Jim McDmoott 
l' 

8’ 앤갱 싼생 앤성 언예 연‘ 안예 !성 안예 1<., 100 
(쩌잉엔 

I{애￡져n 냥W1S 
{ 애 

m 연잉 잉써 천엉 싼생 앙예 앤엉 인예 !fj 엔예 6ι? 100 

%에Jrd Neal 
1. 안성 !성 e생 선얘 안예 양성 안에 e생 ‘예 1<., 100 

{예λ}추셰츠) 

MkhadMo'':ull}'’ 
1. 안예 인에 안예 안1 안에 앙생 !예 안예 인예 111 16.i 

(뉴용「 

''''、 T•• ‘’ 1. !fj !fj e생 션성 인엉 e‘ @예 8성 기! 875 100 
{이~에 

Xl.vitr Becerra 
” !fj !fj 양엉 씬갱 연예 !fj @이 e‘ 인예 1<., 100 

{훌리.니아} 

l(k‘사yd쇠"""" 11 !fj e생 안엉 인예 연예 !fj 안에 양성 .예 5;5 lllJ 

Earl Pomeεt}@}y 
{노스다요 

l• !갱 e생 안예 잉생 언이 씬생 인예 양생 인예 '" &lJ 

S1뼈얘i9(요m찌e이'"외R”-- 8 .예 안예 앙성 앤성 인예 8성 앤얘 e성 임예 ‘4.4 1<., 

{Mqh리X11나g애.p"'" 8 e생 e생 앙생 앤잉 연예 잉생 .예 ~’ @예 ... , 100 

10M U r10n 
8 e성 ~1 영예 안예 안예 양성 인예 e생 i상 ,.0 .., 

，<예티쨌 

없hm Eawturl 
4 e생 잉생 e이 앙‘ 연예 e성 안예 ~생 안예 "5 lllJ 

{얼리)..0])"‘ 

E.1r! SIωn깐.~ 
11 e생 ~성 ~생 잉성 '"' e성 언예 갱생 인에 ".7 100 

(요리센 

Ron Kind 
m 잉생 e생 ‘HI 장성 안예 인생 인예 진엉 안예 62.5 100 

(위스흩"J 

8ill Pasen>ll Jr 
m @예 안예 인예 안예 .예 안예 인예 잉생 인예 0.0 lι7 

(뉴쳐져) 

(s’4‘씨”대~y BeIι” 8 f1I f1I !fj 8생 f예 잉생 @예 6예 !에 ‘,. 75.0 

l‘k뉴욕p}h G@WIry 8 션갱 e생 잉생 앤생 @예 e생 앤생 양‘ @예 η』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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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 VanHollen 4 인생 인성 앙생 8생 ~예 앙성 인얘 e성 안얘 ~.， 100 
{예협헨드) 

Ktndrick ‘ ’ u , 
’ 앤잉 §성 안생 e성 .이 션성 연예 싼생 ‘”예 ..., 100 

‘ .. 혀다) 

Al I)'싫i예@n@kh‘ ... 
(l! ’니아} 

2 연에 앙엉 'I!예 e‘ 안4 ... 100 

AturDlvis 
• e생 앤생 ~성 !’ 인예 ~엉 엔예 앤생 양성 ηs 100 

(옐랴빼야) 

당'1 셰엽위소흑 763 76.5 7U.6 81.3 '" ~.1 5.9 ." 4.3 36.] 81.5 
띤쭈짱획훨싼생t 

예입위 '1쇼축 
끄3 m '" ,., ,. ;;.l '" ’ ,. “ 11‘ 46J 

언.형의빵싼생톨 

I.~l: Congrt"SSÍONll RKord] ‘’상 Not Voli얘) 
。이 이기 시씩서생200γj ’~ ， " 2000년 6앤신기 .. 미， " '2αg년 A딩! .... 2t;.미대를영 8 시 

". 내잉 I il8 • .III: 싣 잉.9"‘ .. ""π"'01 
(.H. 5) 1 10기 상원 찌우위앤외 스i 의원톨의 FTAll잉'1. 

잉에 싱' .. g쭈 오호응 CA 바핵인 g잉 이l ~Ili CA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t잉 /오인 외 

종여딩 

Chuck Grassley 
장성 한생 잉생 산성 씬생 찬성 산생 잉생 100 100 

(아01오와) 

Orrin Hatch 
찬생 찬성 찬성 깐성 산성 잔성 산성 잔성 100 100 

(유악) 

0(혜，，.얀m)p1a s，、。、<< 산생 산성 안예 상생 안대 찬성 안예 양성 62.5 83.3 

，(。예n리 K조，.1니) t!생 싼생 안엉 잔성 안생 션성 션생 안예 87‘ 5 85.7 

Gordon Smith' 
안성 양성 잉생 t!성 인생 안생 잉성 진생 100 100 

(.2.i!j건) 

Jim Bunning 
친얘 장성 산생 싼정 찬성 잔성 잉얘 진성 100 100 

〈핸터'1) 

씨(아k이e다C효ra)w 앤예 안얘 장정 잉생 인대 연생 산성 찬성 62.5 66.7 

Pal Roberts 
싼생 영성 싼생 장생 앤ιg 상갱 안생 잉생 100 100 

(행자λ) 

John Ensigh 
인냉 잉생 찬성 안성 안생 산성 산성 잔성 100 100 (예바다) 

John E. Sununu' 
산성 앙성 잔성 잔엉 찬성 안성 잔생 산성 100 100 

("햄프셔) 

당궁화시영 제의우앤위 쇼속 
양성톨 

100 100 90.9 100 72.7 100 90.9 90.0 93.1 97.3 

찌푸얽 11]1:.혹 
82.0 82_5 9H 87.5 7‘ 5 100 88.4 100 88. 91.6 

용확항의원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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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당 

Max BauC\Js 
안생 양생 ‘갱 한성 (용얘니) 

John Rockefeller 
안대 안생 안얘 산성 

("쇼효버지니아) 

Kend COf1rad 
션}성 앙성 안대 찬성 

(노스다''''Ìl 

](e뉴ff핵 8λinlig!a)man 앙정 안생 앙생 잔성 

1(。예h샤n4 Ke세"y츠) 

‘” 
를앙 .쟁 lHI 

Blanche l.irκoln 
양생 양성 한성 ξ얘 

(아한소) 

R'n ‘건V)ydeI1 
(오리 

안얘 안얘 한생 장성 

CharIes Schumer 
안성 안성 인얘 찬성 

(뉴욕) 

않bbieS혀얹ηo“’ 
양성 양성 찬성 한성 

(미시간) 

Maria Canlwell 
잉엉 잉생 안생 장성 

(쩌생언) 

Ken Sa lazar 
(톨료라도) 

당시찌우위소혹 
66.7 77.7 62.5 88.9 

인추앙의씬장성올 

째우워 '1소축 
43.2 40.5 70.3 8\ ‘ 1 

번쭈항의월 ξ냉" 

‘그예.'! 1,. 11-서톨엉* 서기 쭈g 정1지g 

• 
‘ ‘ z 
o 
2 

4 
6 

-- >0 

안대 산생 잔영 양성 85.7 \00 

안대 싼생 안대 잔생 % 66.7 

안대 찬성 안대 인얘 62.5 83.3 

장성 양생 인예 장생 87.5 ’00 

안얘 잉생 잉11 잉생 75 \00 

산성 찬성 안대 잉성 87.5 \00 

산성 !’성 안대 장생 62.5 66.7 

안얘 인생 반대 <l-엉 62.5 83.3 

인대 !’생 안예 안예 62.5 83.3 

양성 장성 양성 창성 \ 00 \00 

안예 한생 상생 !!생 75 \00 

44.4 \00 333 90.9 71.2 81.1 

20.0 \00 25.8 55.9 55\ 652 

.잉 Bureau of the cen’1.11, e...reau 이Labor StatîsbCS, 8ureau a( Econom‘ Ana!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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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예.!!. .... 시륭엉‘ 시끼 상e 잉잉딘톨루H.~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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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 Congress and Free Trade 
Agreements: The Case of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2001-06) 

Dae-Un Hong 
(Northwestern Unìversity) 

George W. Bush admi nistration has focused on bi 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dev iating from multilateral 
agreements which had been the main subject of u.s. trade 
policy. In trade agreements, u.s. Presiden t needs the approva l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na te, in which the 
Ways a nd Means Comm ittee of the House and the Finance 
Committee of the Senate have played a key role. The members 
。f the tWQ lead legislative bodies dealing with trade tend to be 
consis tent in positions, generally independent of party leaders, 
when it comes to FTAs(free trade agreements) . ln the cases of 
CAFTA and U.s.-Oman FfA, however, many of those members 
voted inconsistently with other FTAs that were ratîfîed during 
the Bush admînîstratîon until 2006. This article examînes the 
ra tifîca ti on res미 ts of FTAs d u ring the George W. Bu sh 
adminis tratîon until 2006 , concluding that the di ffe rence 
between CAFTA, U.5.-0man FTA and other FTAs resu1ted from 
polîtîcal necessity, not from economic fa cto rs or polit ica l 
structural changes 

Key Words: FTA: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Ways 
and Means Committee(하원 세입위원회)， Finance 
Committee(상원 재무위원회)， CAFTA, US-Oman 
FTA (마오안 FTA) 




